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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도록 만들겠습니

다

제38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6일

오전국립518민주묘지에서출범식을열고참배를

시작으로공식활동에들어갔다

출범식에서는 518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슬로건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바람이발표됐다

또 전야제민주대행진오월풍물굿 등 문화예술

행사 오월정신계승운동 주먹밥나눔 행사 시민공

모사업 동네518 기념행사 민간교류협력사업 등

사업계획안도공개됐다

출범선언문에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518헌법전문 수록 등 5월

현안 해결과 남북 평화 분위기를 광주가 이어나가

겠다는의지가담겼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가 광주공항 주차난을

해결하기위해주차요금조정주차장통합운영

카세어링전용주차면도입등주차장혼잡완화

방안을시행한다

6일 광주공항에따르면지난해 광주공항 이용

객은전년대비21%증가한 194만명이었으며지

난 2008년이후연평균 3%정도증가하고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가항

공취항에따라이용객이대폭증가했으며 연간

만차일수가 200일을넘어서는등주차문제를겪

고있다

이에따라광주공항은지난 2008년무안공항으

로국제선이이전한이후공항활성화의차원에서

일시인하했던주차요금(1일 6000원)을 9000원으

로인상할계획이다 단 5시간미만주차요금(1시

간 1200원)은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

또 제12주차장(847면)을 통합해 주차장을 가

로지르는 구내도로를 주차면으로 전환 262여면

을추가확보할계획이다 기존렌터카주차장중

일부는카세어링전용주차면으로제공한다

이밖에도지난해 9월하이패스주차요금결제

시스템에이어올해하반기까지카카오페이요금

결제서비스도도입해요금결제편리성을증대하

고광주시등과협의해버스노선(현재 4개노선)

증설도추진할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2016년 20대 국회

의원 선거 과정에서 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의원

의금품수수행위를신고한제보자A씨에게총 2

억6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전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앞두고신민

당전사무총장김모씨로부터공천헌금명목으로

세차례에걸쳐 3억5200만원상당액을받은혐의

로기소됐고지난달8일대법원에서징역2년6개

월과추징금 3억1700만원의형이확정돼 의원직

을상실했다

선관위는 당초 A씨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

급했지만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6000만원을 추

가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

급하고 있다 A씨가 받은 2억6000만원은 역대

포상금규모로는두번째로많은금액이다

선관위는 2012년 19대 총선때모정당비례대

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한 공천심사

위원에게 3억원을 제공했다고 제보한 B씨에게

역대최대인 3억원을 지급한바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제38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6일광주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출범식을열고5월영령들을추모하고있다

1980년 518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 참상을

세계에 알렸던 광주의 은인 고(故) 찰스 헌틀리

(Charles Huntley한국명허철선 19362017사

진) 목사가광주에서영면한다 광주에묻히길원했

던고인은세상을떠난지 1년만에꿈을이룰수있

게됐다

6일 허철선선교사선교묘원안장준비위원회(가

칭)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올해 518기념주간에

헌틀리목사의아내마사헌틀리등유족을광주에

초청 헌틀리목사의광주안장을추진한다 유해가

안장될 장소는 고인이 묻히고자 했던 양림동 선교

사묘역이다

헌틀리 목사의 유족은 오는 5월 14일께 안장을

위해유골의일부를가져올것으로알려졌다

518재단은 올해 5월18일 광주인권상 시상식 때

헌틀리목사유가족등 518 공로자를참석시킬예

정이다

헌틀리목사는지난해 6월26일향년 81세로미국

에서 타계하며 유골의 절반을 광주에 묻어달라

는유언을남겼다 영면장소는광주시남구양림동

선교사묘역을강하게원했다고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큰딸 메리와 셋째딸

제니가유골을광주에안장하는방안을강구했지만

논의가길어지며해를넘기게됐다

안장위원회는 현재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518명으로 518을 상징한다 오는 5월

마사씨의 광주방문 기간에 유골 안장식와 전시회

기념행사 허철선의

밤 등을개최할예정이

다

선교사묘역을 관리

하고 있는 호남신학대

측은 오는 4월 이사회

를열어헌틀리목사안

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

이다

헌틀리 목사는 위르

겐힌츠페터독일기자 아놀드피터슨미국선교사

등과함께광주 5월 항쟁에서빼놓을수 없는 의인

으로꼽히고있다 29살에한국을방문한헌틀리목

사는 1969년부터광주에서활동했다

1980년 5월 광주기독병원 원목실장으로 재직했

던그는 518의 참상을촬영해사택지하암실에서

직접인화한뒤지인들을통해몰래미국으로보냈

다 위르겐 힌츠페터와 사택에서 직접 인터뷰를 했

으며항쟁기간계엄군에쫓기던학생들을적극보

호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군인들의 총에 맞아

광주기독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의 몸에서 나온

M16 총알과엑스레이필름등을챙겨뒀다가훗날

주한미국대사관등에전하기도했다

아내 마사도 전투기 폭격계획을 증언하는 등 5

18 진상규명차원에서중요인물이다 마사는국방

부 518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1980년 5월27일저

녁식사 초대를 받아 미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

서군장병들에게광주폭격루머가사실이라는소

리를들었다고밝혔다

오월어머니집은헌틀리목사의정신을높이사지

난해5월제11회오월어머니상수상자로선정했다

헌틀리목사의제자인차종순호남신학대명예총

장은 그동안헌틀리목사님을광주에모시기위해

지난 1년간많은분들이노력했다며 헌틀리목사

님광주안장을계기로그분의유지와 518 정신이

널리알려지길바란다고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 증언 헌틀리 목사 광주에 묻힌다

참상촬영해알리고힌츠페터와인터뷰광주에묻어달라 유언

유족 유해 가지고 5월 14일 입국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안장

518 행사위공식활동돌입

광주공항주차요금내달부터인상

주차난에 1일 6천원9천원12주차장통합 262면 추가확보

박준영전의원금품수수제보자에 2억6천만원포상금

중앙선관위

오늘의날씨

높음

매우높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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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20 북동동
먼바다(동) 북동동 2030 북동동

파고()
0515
1525
0520
2030

� 바다 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2040 북동동 2030

� 물때

목포
1047 0544
2302 1751

여수
0615 0017
1821 1222

간조 만조

� 주간 날씨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 � � � � � �
45 28 111 013 214 315 516

광 주 차차흐려져비

목 포 차차흐려져비

여 수 차차흐려져비

완 도 차차흐려져비

구 례 차차흐려져비

강 진 차차흐려져비

해 남 차차흐려져비

장 성 차차흐려져비

나 주 차차흐려져비

412

310

39

410

01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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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11

28

410

111

312

212

110

410

59

차차흐려져비

차차흐려져비

차차흐려져비

흐림

흐림

흐림

차차흐려져비

차차흐려져비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 산 도

진 도

� 지역별 날씨 ���

해뜸 0655

해짐 1833
�� 2354

�� 1010

퇴근길 봄 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뇌졸중

감기

미세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