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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69점으로조사됐다

또한부모부양은맏이몫이라는사고가

점차약해지고있으며희망자녀수도 1명

만을원하는경우가늘어나는추세였다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2016 광주사회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표본가구로 선

정된 4900가구에 사는 만 15세 이상 1만

317명을면접으로진행했다

평균 행복지수는 연령별로 3040대가

71점으로가장높았으며 70세이상은 66

점으로가장낮았다

자치구에서는 동구가 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남북구는 69점 광산구는

68점으로가장낮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300만원이

212%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200만원

201% 300400만원 193% 순이며 700

만원이상도 30%로조사됐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은

남자는112%인반면여자는325%로 3배

가량많았다

월별 지출액은 100만200만원이 30

2%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 27

0% 200만300만원 230% 300만400

만원 123%순이었다

이상적인 자녀 수로는 529%가 2명을

들었으나 2년전과비교해 19%포인트준

반면 1명은 158%에서 202%로 44%포인

트 늘었다 여기에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

적인 자녀 수가 급감해 저출산 추세를 반

영했다

부모 노후에대한부양주체로 2명 중 1

명 가량(483%)이 스스로해결해야한다

고 답했으며 262%는 자식 중 능력있는

자가 175%는 정부 노령연금을 해법으

로들었다 자식중맏이의부모부양에대

한 의견은 2003년 216%에서 60%로 급

감했다

부모 부양은 장남이나 장녀 등 맏이의

몫이라는인식이바뀌고있음을보여주는

사례다 부모스스로해결해야한다는의

견은 2010년 347%에서 2012년 429%

2014년 467%등꾸준히늘었다

최초내집마련시기와관련 597%가 결

혼이후라고답했으며마련하는데든기간

이 8년이상이다는답변이442%였다

주로 이용하는교통수단으로 44%가 승용

차를 383%는 시내버스 92%는 도보 2

1%는지하철순이었다

광주시 핵심 발전사업(복수응답)으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618%)과 청년도시

조성(504%) 자동차 100만대생산도시조

성사업(447%)을들었다

광주하면떠오르는이미지로 455%가

518민주화운동도시를 172%는 민주인

권평화도시 158%는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123%는 의향 예향 미향 도시 등을

들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405%와 28

9%가 매우 또는 조금 자랑스럽다고 답했

다 그저 그렇다는 268% 조금이나 매우

부끄럽다는의견또한 30%와 08%였다

사회조사는 총 13개 분야를 7개씩 나눠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가족과 소득과 소

비 교육 주거 정보통신 등의 분야를 조

사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의이복형김

정남암살사건과관련한용의자들이말레

이시아경찰에속속체포되고있다

경찰은 체포된 3명의 남녀 용의자들을

수사하는한편이들과범행을모의한것으

로알려진나머지남성용의자들도추적하

고있다

1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과일간더선 더스타등에따르면경

찰은이날오전 2시께김정남암살사건과

관련해두번째여성용의자를체포했다

이 여성은인도네시아여권을소지하고

있었으며 여권상 이름은 시티 아이샤

(Siti Aishah) 생년월일은 1992년 2월 11

일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여성은 전날

붙잡힌 베트남 여권 소지 여성과 더불어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에

서 셀프체크인 기기를 이용하던 김정남에

게접근해독살한것으로의심된다

두 여성은 범행 장면이 공항 폐쇄회로

(CC)TV에포착돼경찰이추적을받았다

중국 관영 CCTV는 두 번째 체포 요성

이 이날 오후 현지 경찰서에서 이송되는

모습을단독으로포착해보도하기도했다

말레이 경찰은 또 두 번째 체포 여성의

남자친구인말레이시아남성도추가로체

포했다고 싱가포르 TV인 채널 뉴스아시

아등이보도했다

현지 경찰이 범행 사흘 만에 김정남 암

살에직접가담한여성 2명을포함한용의

자들을잇따라검거하면서수사도급물살

을탈것으로보인다 다만이여성들이김

정남 암살을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다

른 남성 용의자들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면도주한나머지용의자들이잡히

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건 실체 파악이 힘

들수도있다

현지언론에따르면15일경찰에붙잡힌

여권명 도안티흐엉(Doan Thi Huong)

의첫번째용의여성은체포후경찰에서

자신은단순히 장난인줄알고범행에가

담했다고진술했다

여성친구 1명과 함께 말레이시아 여행

을 가던 중 동행 남성 4명이 공항 승객을

상대로 장난을 칠 것을 제안해 이를 따랐

을 뿐 장난의 대상이 김정남인 줄도 몰

랐다는것이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날 시신이 김정남

의것으로확인됐다고공식적으로밝혔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김정남 시신 부

검결과는주말께나올것으로보인다

김정남이 독침이나 스프레이로 분사된

독극물 또는 독액이 묻은 헝겊에 의해 사

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독살 가능성에

무게가실리지만정확히어떤독극물이사

용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 연합뉴스

신혼부부가결혼할때쓰는돈이평균

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결혼비용은 신랑이 신부의 두 배가

량돼남녀간격차가컸다

웨딩컨설팅 듀오웨드는 최근 2년 이

내결혼한신혼부부 1000명을대상으로

결혼비용을조사해 2017 결혼비용실태

보고서를 16일발표했다

신혼부부의평균결혼비용은 2억6332

만원으로 전년 조사 때보다 4%(1088만

원) 줄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이 70

8%에 해당하는 1억8640만원으로 단연

가장 많았으며 예식장(1905만원) 예물

(1798만원) 예단(1767만원) 혼수용품

(1417만원)에도 1000만원이상들었다

신혼여행에는 496만원 스튜디오 촬

영 드레스 등 웨딩패키지에는 309만원

을썼다

평균 결혼비용 가운데 신랑은 1억

7116만원 신부는 9216만원을 내 분담

률이 65% 대 35%로 남성이 여성의 두

배가량되는것으로분석됐다

신혼주택자금을지역별로보면서울

이 2억1634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고

경기도(1억8200만원) 강원도(1억7761

만원) 호남(1억7282만원) 충청(1억

6951만원) 영남(1억658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큰비용이들어가는결혼에대

해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전체응답자의 653%가 만약다시결혼

식을 치른다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

겠다고 답했다 가장 축소하고 싶은 지

출은예단비용(338%)이었다 연합뉴스

경기수원군공항과대구통합공항이

전 후보지가 16일 결정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무조정실장 주관으

로관계부처차관급이참여한 공항이전

TF(테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대구는

경북군위군우보면일대와의성군비안

면 및군위군 소보면 일대를 수원은 화

성시화옹지구를선정했다

국방부는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동의를얻는등이전작업을진행한다

광주는현재군공항이전작업을진행

중인 대구수원에 비해 사업 추진 속도

가가장더딘편이다

광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군공항 이

전 검토 용역 중간결과가 5월께 나오면

이전 대상 지역을 34곳으로 좁혀 본

격적인군공항이전작업을시작할방침

이다 광주시는다음달부터 2개월간전

남도내시군을돌며주민설명회를열기

로했다

군공항이전사업에대한개략적인내

용과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등을설명할계획이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의이복형김정남암살사건과관련말레이시아경찰이 16일

(현지시간) 두번째여성용의자(사진왼쪽두번째)를체포해압송하고있다

중국CCTV캡쳐연합뉴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기차 보

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 3주 만에

1200대를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올

해 95대 민간 보급에 나서고 있는 광주

시는 16일현재 77대가신청됐다

전년 50대에서 2배 가량이 보급 물량

이 늘었지만 전기차 신청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광주시의 보조금이 다른 광

역자치단체에비해높기때문이다 전기

차 구매자에게는 1대당 2100만원(국비

1400만원 시비 700만원)의보조금을지

원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72곳 중 세종특별자치시 전주시 춘천

시 청주시 등 33곳의 접수가 조기에 마

감됐다 접수가 끝난 곳 가운데 청주시

등 27곳은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을 처

음시작한지자체이다

신규 보급지역의 전기차 구매 열기가

뜨거웠다고환경부는전했다

특히 청주시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위

해 70여명의시민들이밤새줄을서기도

했다

세종시와 용인시에서는 보조금 접수

시작과동시에신청이마감되는등구매

신청이폭주했다

올해전기차보조금신청대수는작년

에비해 4배많은 1200대를넘어섰다

지난해의 경우 2월 말까지 전기차 보

조금 신청 대수가 300여대에 불과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진 것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지

방보조금금액이크게증가했기때문으

로분석된다 최권일기자cki@

광주 시민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69점

광주시 2016 사회조사 광주시민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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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00만300만 212%

부모 노후직접해결 483%

핵심사업은 광주형일자리

518 자랑스럽다 70%

김정남 암살남녀용의자속속체포사건실마리풀리나

수원대구군공항후보지결정광주는?

신혼부부결혼비용평균 2억6천

용역결과 5월께나와

전기차잘나가네

보조금신청 3주만에 1200대 넘어광주 77대

직접가담여성 2명 등

동행 남성이장난제안

김정남인줄모르고가담

남성 용의자추적중

주말께부검결과나올듯

집값 1억8640만원 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