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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내부갈등을겪고있는광주국제

영화제조직위원회가올해예산지원을받

지못할처지에놓였다

광주시는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가 지

난해 시에서 받아 집행한 보조금 집행 정

산서류를제출하지않고있어올해책정된

보조금 3억5000만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조직위

측에 6월 24일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지난해교부했던지원금을회수하

겠다는내용의공문도함께보냈다

조직위는 정산서류를 제출했으나 광주

시는정산서류에기재된내용과실제집행

된 내역이 다르다며 지난 10일까지 보완

할 것을 요구했고 조직위는 여전히 정산

서류를제출하지않고있다 광주시는 8월

중순까지 조직위가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작년에 지원한 예산 3억원을 회수

한다는방침이다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는 정모 이사장

이 전횡을 문제 삼아 염모 상임이사를 해

촉하면서갈등을겪고있으며급기야영화

제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

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직위가 내부갈등

을 이유로 정산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어

현재로는 올해 예산도 지원할 수 없다며

조직위가 다시 정비해서 준비를 한다면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

를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

이와 맞물려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광주국제영화제가제자리를찾기위

해서는현조직위원회해체와함께완벽한

새판 짜기에 나서야 한다는여론이일고

있다

특히 지역 영화인들과 문화예술계에서

는 일정상 올해 행사를 열지 못하더라도

영화제를 운영할 제대로 된 조직을 구성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행사를 치르는데급급한 임기응변식

대응은 향후 영화제 발전과 지역 영화계

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는판단이다

광주독립영화엽회 등 지역 영화인들의

모임인 광주국제영화제 문제 해결과 지

역영화활성화를위한시민모난테이블

은 28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파행을일삼은 (사)광주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 것

을촉구한바있다

영화인들은또오랫동안문제점을안고

있었던조직위원회해체와새로운운영주

체 구성 등을 해결하지 않고 영화제 개최

에 급급해 행사를 진행하는 데 반대한다

는의견을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올 예산 지원 없다

전남도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실용영어활용능력을높이고 도농간

영어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해전남도

교육청과 함께 2016 전라남도 영어 체

험캠프를운영한다

26일전남도에따르면올해 전라남도

영어 체험캠프에는 초중학생 1120명

이 참가한다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중

학생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초등학생

각각 560명을 대상으로 동신대 등 4개

캠프장에서 원어민과 24시간 합숙으로

진행된다 특히눈높이집중수업을위해

학생 14명을 1개반으로구성 원어민강

사와국내교사가공동으로수업과생활

지도를전담해단기간에학습효과를높

일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도 초중생 1120명 참가영어체험캠프운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도부와 예

결위원들이광주전남을잇따라방문해

국비지원사업등현안을논의한다

26일 광주시에따르면더민주는다음

달 2일오전 10시 30분광주시청중회의

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우상

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

원장 김현미예결위원장과박혜자광주

시당 위원장 최진이병훈양향자이

형석이용빈 등 지역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윤장현 광주시장

등시간부들로부터정부예산사업과현

안 관련 보고를 듣고 지원책 등을 논의

한다

중앙당 인사들은 오후 2시 전남도청

으로 옮겨 이낙연 전남지사 등 도 간부

더민주지역위원장들과함께도현안과

관련해토론한다

국민의당도이틀뒤인4일오후1시30

분 광주시청에서광주시 시교육청과함

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김동철 간

사를 비롯해 장병완이용주김성식김

종회김광수의원등예결위원들이참석

한다 국민의당은같은날오후 4시 30분

전남도에서도협의회를열기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에도 서

울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출신국회의

원들을초청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

다 광주시는 당시 자동차밸리 에너지

밸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등국비

확보요청에중점을뒀다

이번에도 기재부의 2차 예산 심의에

서도반영되지않은 2019 세계수영선수

권대회국비지원을비롯한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내면세

점 유치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국고지원

요청사업등을건의할것으로예상된다

전남도는 조선 등 주력산업 고용 안

정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확정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 신안경찰

서 신설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것으로보인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野 광주전남서국비지원현안논의

더민주다음달 2일 국민의당 4일 예산정책협의회

전남 22개시군중청년층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장흥군과 신안군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고용률은 곡성군과 신안군

이가장높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015년 하반기(10월) 전남 시군별 취

업자 현황에 따르면 청년층(1529

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장흥군

으로 487%였다 다음은 신안 468%

해남 415% 완도 409%순이다

청년층고용률이 3040%대인곳

은 여수(377%) 진도(375%) 구례

(364%) 영암(355%) 함평(348%)

고흥(325%) 강진(316%) 영광

(31%) 목포(306%) 순천(306%) 순

이다

이밖에담양 296% 나주 285% 광

양 278% 장성 267% 곡성 254%

화순 252% 보성 228% 무안 226%

를기록했다

55세이상고용률이가장높은곳은

곡성군으로 741%였으며 신안 73%

고흥 715% 해남 707%순이다

다음으로 강진(688%) 진도(679%)

무안(677%) 함평(675%) 보성(66

8%) 장성(66%) 구례(658%) 완도(65

6%) 담양(651%) 순이다

이 밖에 영광 649% 나주 627%

영암 615% 장흥 614% 화순 586%

광양 533% 순천 532% 여수 457%

목포 448%를기록했다

고령층 고용률은 미취업 노인들이

많은 시 단위 지역들이 낮은 편에 속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청년고용률장흥높고무안낮다

고령층 고용률 곡성 1위

호남통계청 취업자현황

전국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

지 가운데 즉시 보강보수가 필요한 안전

등급D등급을받은곳이 273곳에달했다

이중전남지역저수는 103곳으로전국

에서전국에서가장많았다

26일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

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따르면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저

수지3천379곳가운데8%에해당하는273

곳이안전등급D등급을받았다

안전등급AB등급은양호한상태 C등

급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 예의주시하는

상태 D등급은 안전에 이상이 있고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즉시

폐기해야하는상태를뜻한다

전체 저수지 3천379곳 가운데 A등급

431곳(127%) B등급 1천44곳(308%) C

등급 1천616곳(478%) D등급 273곳(8%)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273곳의 D등급 저수지

중 전남이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103곳

을차지했다이어경남48곳(175%)경북

48곳(175%) 전북 30곳(109%) 광주 17

곳(62%) 순이다

정의원은이들시설에대한재해예방시

설 개보수(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016년도예산에 5천400억원이반영됐다

고설명했다

또올해추가경정예산안에도안전 D등

급273곳의저수지를대상으로 보수보강

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46억원이

추가로편성됐다

정 의원은 농도인 전남의 많은 저수지

는 대부분 노후화돼 붕괴 시 하류에 집중

된 농가 등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안전

관리가시급하다며 추경예산에반영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

로 낙후지역인 전남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고집행해야한다고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수필요 D등급저수지전남 103곳 최다

26일 새벽일본가나가와(神奈川)현사가미하라(相模原)에있는장애인시설 쓰구이(津久井)야마유리엔에 20대남자가침입

해수용자들에게흉기를휘둘러최소 15명이숨지고45명이부상했다흉기를휘두른20대남자는이날경찰서에출두해내가

저질렀다고자수했다사건현장에출동한구조대원들과경찰이분주히움직이는모습 연합뉴스

정인화국회의원  전국 273곳

日장애인시설흉기테러 15명사망

광주시는지역청년의실정에맞는청년

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용역최종

보고회가 27일 오후 시청 1층 행복나눔실

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와 연

구용역을맡고있는광주전남연구원은이

날최종보고회에서지금까지추진해온연

구결과를 공유하고 청년들과 시민 전문

가등의의견을수렴해반영할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청년도시 광주

공동체가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

하고 지역 청년에 맞는 청년정책 과제를

모색하기위해연구용역을추진하고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광주시 오늘 용역보고회

광주시 정산서류 미제출로 3억5000만원 중단

극심한내부갈등  작년지원액 3억도회수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