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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31일 황우석사태에

연루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 임대

식(52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교수를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 부의장에 염한웅(51) 포항공대 물리

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에 백경희(61)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

를각각내정했다

임 본부장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과 KAIST 생명과학과 지정

석좌교수를 거쳐 히포(Hippo) 세포분

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으로 일해왔다

서울 출신인 임 본부

장은 영일고와 서울

대 미생물학과를 졸

업하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생화학

분자유전학 박사학

위를취득했다

염 내정자는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

며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

자계연구단 단장으로 재임해왔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물리

학과를 졸업했고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일본 도호쿠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각각받았다 염내정자는기

초과학분야의새세대를대표하는물리

학자로 노벨상에가장근접한과학자중

한명으로평가받고있다

백 내정자도 서울 출신으로 숙명여고

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서분자생물학박사학

위를 받았으며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

물병리학회 이사와 고려대 식물신호네

트워크연구센터장을지낸바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의아파트수가 38만5000호에달해전체주택수의 80%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국평균보다 17% 이상높은전형적인

아파트도시다 사진은고층아파트숲이돼버린광주구도심전경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아파트가 통계청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00만호를돌파한가운데광주시의아파

트 증가세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지나친

것으로집계됐다 10채가운데 8채가아파

트다 전남은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높았다

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2016 인구

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집계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은

1669만2000호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

다 단독주택은 02% 감소한 396만8000

호 공동주택은 27% 증가한 1252만3000

호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대부분은 아파

트(1003만호)였다

광주의 아파트 수는 모두 38만5000호

로 전체 49만5000호의 778%를 차지했

다 이는 최근 입주한 계획 신도시 세종

(783%)보다 05% 낮은수치로전국평균

(601%)보다 무려 177% 높은 것이다 서

울(580%) 부산(639%) 대구(699%) 인

천(614%) 대전(724%) 등다른대도시는

5070% 초반을보이는것과는대조적이

다 광주의 단독주택 비중은 8만7000호로

1772%에불과했다

이처럼 광주의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

은 2000년대이후재개발 재건축등에의

해 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도심 외

곽 등 도시 전체에 아파트 공급이 무분별

하게이뤄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앞으로

도 도시정비사업으로 6만호 도시공원 민

간특례사업으로 7만호 등이 예정돼 있어

광주가아파트로뒤덮일전망이다

높은아파트비중은획일적인도시경관

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재건축 등 미래

세대에게 높은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단독주택

노후 아파트 신규 아파트 등으로 주거지

가구분되면서도시공동체에도상당한악

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주택 수가가장많이증가한곳역시수

도권인 경기(12만1000호) 서울(3만8000

호)이 1 2위로나타났다 주택증가율에서

는 세종(68%) 제주(60%) 순으로 높았

다 주택의 연면적으로 따지면 60 초

과100 이하의 주택이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파트의 주거용 평

균연면적은 750로나타났다 했다 20

년30년 미만인 주택도 482만4000호로

289%에이르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임대주택을가장많이보유한집부자 1

위는 광주시 서구에 사는 40대로 1659채

를소유한것으로나타났다 605채를소유

해 세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50대도

광주시남구에거주했다

3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최인호의원

(더불어민주당)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

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 6월기준전국에

임대주택개인사업자로등록된사람은총

18만2204명이다 이들이보유한임대주택

수는 총 64만2377가구다 1인당 평균 35

가구를 보유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에 가장 많았다 서울 임대주택수는 전체

의 31%인 19만8547가구로집계됐다경기

가 15만8322가구(25%) 부산 8만1038가

구(13%)순이다 서울과경기 부산 3개광

역자치단체가전체등록임대주택의 68%

를차지했다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서울

강남구(3만5434가구) 서초구(3만691가

구) 송파구(2만9611가구) 순이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보다 여성 임대사업자가

더 많았다 남성 8만4493명이 31만3562가

구 여성 9만7711명이 33만474가구를 각

각보유하고있는것으로집계됐다

임대주택을가장많이보유한개인은광

주 서구에 주소를 둔 A씨(43)로 1659채를

등록했다 이어 700채를가진경남창원시

의 B씨(50) 605채를 보유한 광주 남구의

C씨(53)순이었다

연령별임대주택사업자는 40대 이상에

서 가장 많았다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

는경기성남의 2세 영아이며 서울 서초

송파 3세영아로나타났다 서울시강북구

에사는 D씨는 11세임에도 16채를보유하

고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E씨는 13세임

에도 14채를보유하고있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는 아파트 도시

2016 인구주택총조사

49만5천호 중 778% 차지

전국 평균보다 177% 높아

도시정비사업 등 공급 계속

후세 부담도시공동체 악영향

본사인사

유정영전북취재본부익산주재부국장

9월 1일자

1659채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

회다 지난해 65세이상인구비율이 21

3%로전년보다 02%포인트늘었다

노령화지수도 1628로전국에서가장

높다 세종(478)과는 무려 115포인트

차다 노령화지수가 높은 만큼 노인부

양비도 326으로전국에서최고다

기초단체에서는 고흥군이 노령화지

수 50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472

9)보다 3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신안

군(4727) 곡성군(3965) 함평군(387

7)이뒤를이었다

전남 전체 73만7000가구 중 34%인

24만6000가구에 고령자(65세 이상)가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자만 있는 가구

도 15만5000가구로 213%에 달했다

독거노인(고령자 1인) 가구도 9만6000

가구(132%)나됐다

전남 인구는 2015년 179만9000명에

서 지난해 3500명(02%)이 줄어 179만

6000명이었다 서울(1%)에 이어 두번

째로 인구감소가 심각했다 지난해 전

남에 6만4000명이들어왔고 6만5000명

이나가 1000명이유출됐다

1인 가구는 강원경북에 이어 세번

째로많았다 1995년 163%였던 1인 가

구비율은2005년 246%로 20%를넘어

섰고 2015년 304% 지난해 312%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2000명 증가한 3만7000명

으로전남인구의 26%를차지했다 외

국인은 영암에 6만명이 거주하고 있으

며 영암 인구의 무려 98% 차지했다

영암의 경우 10명중 1명가량이 외국인

인 것이다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인 다

문화 대상자는 1만1502명으로 전국의

39%였다 이 중 국적 취득자는 5729

명 미취득자는 6773명이었다 지역별

로는 여수가 1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포(1141명) 순천(1120명) 광양

(847명) 영암(711명)순이었다

전남의 가구 수는 73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6000가구가 늘었다 가구의

거처 유형은 단독주택이 39만8000가

구 아파트 27만2000가구 연립주택 1

만2000가구 다세대주택 8000가구 비

거주용건물내 주택 1만3000가구 등이

었다

주택은 75만5000호로 가구수보다 1

만8000호가 넘쳐 주택보급률은 102

4%에 달했다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40만2000호 533%)과 아파트(31만

6000호 419%)가 952%를차지했다

주택 10채 중 6채(45만7000호 60

5%)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었다 30

년 이상된 주택도 335%(25만3000호)

나 됐다 이는 전국에서 노후주택비율

이가장높다 빈집은 10만2000호로 10

곳 중 1곳 이상(135%)이 비어있고 경

기(16만8000호)경북 (10만8000호)에

이어전국에서세번째로빈집이많다

박정욱기자 jwpark@

늙고 주택 노후 전남

65세 이상 213%전년비 02% 늘고 인구 3500명 줄어

노령화지수 전국 1위주택 10채 중 6채 20년 이상 노후

임대주택 전국 최다 보유자 광주 거주

개인사업자 18만2204명 평균 35채씩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 KAIST 교수 임명

혼자 사는 1인가구가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로 자리 잡으면서 평균 가구

원수가꾸준히줄고있다 고령화가계

속되면서 1인가구주는 70세이상의비

중이 가장 컸고 전체 가구주의 나이도

1년 전보다 05살 많아졌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도 줄었다 다문화가구는 꾸준히

증가해처음으로 30만을넘어섰다

 나홀로 가구가 대세70세 이상

이 비중 가장 높아31일 통계청이 발

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

난해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1명

으로 전년보다 002명 줄었다 평균 가

구원수는 1995년 340명이었다가 2005

년 288명으로 2명대로 떨어지고서 지

난해까지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주된가구유형은 1인가구로전

체 가운데 279%인 539만8000가구였

다

다문화가구 31만6000한부모 가

구는감소미성년자녀가있는가구는

557만3000가구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

구는 205만6000가구로 1년 전보다 각

각 22% 10% 줄었다 저출산의 영향

이다 12자녀 가구의 696%는 아파트

에 살았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거주 형

태는아파트 639% 단독주택 220%였

다 영유아자녀가구의 711%는 아파트

에 살았다 한부모의 법적인 혼인상태

가미혼이혼혹은사별인상태에서미

혼자녀와함께사는한부모가구는작년

154만 가구였다 1년 전보다 42% 감소

했다 연합뉴스

늙고 홀로되는 한국
1인 가구 70세 이상 최다

가구원수 251명002명 

다문화가구 첫 30만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