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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마련한권력기관개혁안의핵

심은기존의권한을분산하고상호견제하

는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대체적인분석이다

우선경찰은검경수사권조정및국정원

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

처를 신설 수사의 전문성과책임성을높

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또 자

치경찰제도입과수사경찰행정경찰분리

등경찰권한의분리분산과함께경찰위원

회 실질화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

찰비대화우려를불식하고수사의객관성

확보및경찰의청렴성과신뢰성을강화하

는데초점이맞춰졌다

검찰은기소독점과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집중된거대권한이제대로통

제되지않은결과정치권력의이해나자신

들의기득권유지를위해검찰권을악용해

왔다고청와대는밝혔다

이에따라검경수사권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

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

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

할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

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

의탈검찰화등기관간통제장치를통해

검찰이그본연의임무에집중하도록시스

템을구축하기로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오직대북해외에전념하면서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

로거듭나도록한다는데초점이맞춰졌다

청와대는이와함께권력기관의과거적

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

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

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

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

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

안을우선조사대상사건으로분류했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검찰은진상조사단을구성하는대로진상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미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TF)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사

건등에대한진상조사및수사의뢰를끝

마친상황이다

청와대의권력기관개혁안에대해여야

의입장이극명하게갈렸다 여당은 국민

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이라며 청와대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당도 기본방

향이 옳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반

면 자유한국당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장악력만높인개악이며수용할

수없다고강하게비판했다

청와대고위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

나 개편안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 것 관련

야당과 소통은 못 했다며 사법개혁특

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본격

가동되면여야를막론하고만나뵙고설명

할것이라고밝혔다 이관계자는이어야

권에서 청와대가 윤곽을 이미 짜고 국회

에넘긴다는지적에대해세세한조문작

업은국회의몫이라문재인정부가생각하

고 구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한분산하고상호견제통제시스템구축

광주시민절반주말휴일집에머물고 1년에책한권도안읽어

조국청와대민정수석이14일오후청와대춘추관에서현정부의국정원검찰경찰등권력기관개혁방안을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靑 4대권력기관개혁안

공수처 검사직접수사가능

국정원은대북해외 업무만

광주시민 2명 중 1명은주말이나휴일

에 TV를보는등집안에머물고 1년 동

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시민이 절반

에달했다

광주시가지난해 9월표본가구로 4917

가구 9808명을조사해14일발표한 2017

광주전남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말이나 휴일에 어떻게 여가를 즐기는지

를 묻는 질문에 시민 326%는 TV 등을

시청한다고 대답했고 213%는 휴식 및

가사라고답했다 절반이상의시민이주

말과휴일여행과레저등을즐기는대신

집안에있는셈이다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85%) 시간부족(24

8%) 건강문제(73%) 등이 꼽혔다 이

는 2년 전 경제적부담(531%) 시간부

족(217%) 교통불편(50%)과 비슷해

여전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을

즐기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루에 먹고 자고 일하고 출퇴근하

고 잡일을정리하는시간을제외한평균

여가시간도 3시간 28분이었고 주말과휴

일의여가시간도5시간27분에머물렀다

한달에여가를즐기기위한비용은스

포츠가 20만9569원으로 가장높았고 사

교 15만5274원 취미 및 자기개발 12만

2545원이었다 이처럼 여가를즐길 시간

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쓰지 못해 여가

생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도낮았다

이번조사에서 여가생활만족여부에

대한질문에 443%는보통 약간불만족

215%로 대다수가 만족한 여가를 즐기

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경제적 부담(585%)이 컸고 시간 부

족(248%)이뒤를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524%는 없다고답했고 지난

1년동안의문화예술스포츠관람도스

포츠(217%)에 집중됐다 음악연주회

는 183%뿐이었다

한편 광주 시민들은 광주시가 우선적

으로추진해야할사업으로 광주형일자

리 조성(287%)을 꼽았다 이어 도시철

도2호선건설(146%) 무등산남도피아

조성(120%)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

업(102%)순으로나타났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정책

으로는 기업의 R&D 및인력양성지원

(259%) 교육훈련 지원(178%) 청년

인턴제 확대(167%) 구직활동비 지원

(153%) 등을거론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이빠르게늙어가고있다

2016년 전남의 노령화지수는 1666%

로전년대비 73%포인트급증했다

특히 화순은 4976%로 65세 이상 인

구(2만5364명)가 14세 이하(5097명)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많았다 장흥(3899%)

고흥(3788%) 장성(3803%) 해남(323

9%) 구례(3224%) 보성(3195%) 영암

(3030%)도 3배를웃돌았다

반면출생아수는 1만3980명으로전년

(1만5061명)대비 72%포인트 감소했다

가임여성 1명당아기출산율을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47명이었다 시군별로는

해남이 242명으로 가장 높았고 장흥이

101명으로가장낮았다

지난해 가구 소득은 크게 감소한 것으

로나타났다

2가구 중 1가구 이상이월평균소득이

200만원미만이었다 특히 300만원이상

중고소득가구비중이 278%로 2016년

(437%)대비 159%포인트급감했다

가구 소득의 주 수입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었다 노년층은 복지정책 수

혜폭이확대되면서공공사회보조수입

이늘었다

소득이 줄면서 가계 지출도 감소했다

전남도민은 생활비 중 식료품비(306%)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어

도시지역은 주거비가 농촌지역은 보건

의료비가부담된다고응답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적극적

인 기업유치(313%)와 함께 혁신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109%) 청년고용지역할당제(55%) 등

을 꼽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업유치

다음으로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필요성

을 제시했고 반면 30세 미만은 창업 지

원에대한요구가높았다

전남도민 10명 중 6명(599%)은 스포

츠레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고

10명 중 8명가량(757%)은 공연을 한번

도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10명 중 4명

이상(441%)은영화조차본적이없다고

응답했다

도민 441%는 독서를 하지 않고 있으

며 632%는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

고 느끼고 있었다 또 10명 중 8명(77

8%)가량은 자기계발 및 취미여가를 위

한평생교육을받아본적이없었다

3040대부모 3명중 1명은타지역으

로 자녀를 진학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

유로는대도시에서교육시키고싶어서(23

8%) 특성화된교육을받기위해(224%)

좋은 대학 진학이 어려워(173%) 교육시

설이안좋아서(158%) 등을들었다

전남도민이걱정하는질환 1위는암(51

5%)이었고 다음으로는 치매(171%)였

다 질환 발병을 걱정하는 이유는 의료비

부담(285%) 가족에게부담주기싫어(27

5%)삶의질저하(216%) 등을꼽았다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문화

생활공간과 보건의료시설을 들었다 늘

려야 할 복지서비스는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 서비스(297%)와 노인돌봄서비스

(214%) 아동양육지원 및 돌봄 서비스

(147%)를꼽았다

농도인전남의특성상도민594%는지

속적가뭄 폭염 혹한 공기질변화등기

후변화를체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지난해전남흡연율은 159%로 6년연

속 감소세를 나타냈고 음주율은 513%

로 2015년대비 23%포인트줄었다술을

끊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생활

(600%)과 스트레스(339%)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6년전남가구당평균보유자산은2

억735만원이고가계부채는평균 2981만

원이었다 전남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노후에 부부 둘이서 생활하기를 희망했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가즐기지못한이유

58% 경제적부담때문

2017 광주사회조사

2017 전남사회조사 화순등 8개군 14세 이하보다노인인구 3배 웃돌아

2가구 중 1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중산층 붕괴

여가생활(여행스포츠등)만족도

(단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66

443

68

208
215

향후늘려야할복지서비스

(단위%)

건강관리
건강증진

노인돌봄
서비스

아동양육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96

147

297

214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