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력9월18일)수요일2019년 10월 16일제7551호 대표전화(062) 650 - 2000

증인선서하는호남·제주교육감들 15일오후전남대학교에서열린국회교육위원회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장휘국광주시교육감이대표로증인선서하고있

다.맨오른쪽은장석웅전남도교육감.▶관련기사7면 /김애리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기

관들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지 6

년이 다 돼가지만 지역상생에는 외면하

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에 명시된 지

역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사업, 지역인재 채용 등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의 실적이 극히 저조

한 데 따른 것이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은 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석한 결과, 두 기관은 지난 2014년 광주

전남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사업들에 대한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

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에는 이전 공

공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산

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

성장, 지역인재 채용,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

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의무비율

이 30%임에도 불구 2014년 이전한 이후

2017년 단 한차례만 30.8%를 달성했고 2

015년 20%, 2016년 19.4%, 2018년에는 1

3%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채용이 끝난

상황에서 16.7%에 그쳤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국토부에 제

출하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올해 지역인재 22%를 채용하겠다

고 목표를 세웠지만, 구색 맞추기를 위

한 형식적인 계획서에 불과했다는 지적

이다.

일자리 창출사업도 지난해와 올해 미

취업 청년에게 5-6개월 동안 체험활동

을 하는 ‘체험형 인턴’ 6명을 운영한 것

이 전부다.

지역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사업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4년 동안 아무

사업도 추진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업무협약 3건을 체결해 보여

주기식 협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지역인재 채

용에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30%를

달성한 해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

악됐다. 2015년 20%, 2016년 7.1%, 2017

년 12.5%, 2018년에는 23.5%에 그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산업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업 추

진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

부분이 지역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

업들이거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

행한 사업들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도시 해당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

들의 지역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혁신

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실

적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전 기관들이

정부에서 떨어지는 단순 지원사업 방식

을 벗어나 해당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

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예술위원회

나주이전6년지역상생‘나몰라라’
지역인재채용비율매년미달븣지역발전계획 ‘형식적’

현지기업체·대학·지자체협력공동사업추진등전무

광주·전남 지역민의 사망 원인 1순위

는 암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북 등

호남권 3개 시·도와 제주지역 가운데 전

남의 사망자수는 1만7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광주·전남 지

역민의 지난해 사망 현황을 분석한 자료

에 따르면 표준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연령 표준화 사망률·광주 338.0명·전

남 348.3명)의 사망 원인을 보면, 광주는

암이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장질환(8.9%), 폐렴(8.4%), 뇌

혈관 질환(8.4%), 자살(6.8%)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역시 암이 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장질환(9.0%), 폐렴(8.6

%), 자살(6.7%), 뇌혈관질환(5.9%) 순

이었다.

지난해 전국 사망자 수는 29만8천820

명으로 전년 28만5천534명보다 4.7% 증

가했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

와 제주에서는 전남의 사망자 수가 1만7

천219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3천912

명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전남에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진도군(411

.4명), 목포시(405.7명), 해남군(394.5

명)이었다.

2005년 기준 연령별 인구로 표준화한

사망률을 나타내는 연령표준화 사망률

도 전남이 348.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

어 광주 338.0명, 전북 330.0명, 제주 326

.1명 등 순이었다.

조(粗)사망률 역시 전남이 917.3명이

로 가장 높았고 전북(793.6명), 제주(59

5.7명), 광주(535.7명) 등이 뒤를 이었

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광주 7천781

명·전남 1만7천219명)를 연령별로 보면

광주의 경우 80세 이상 47.1%, 60세 이

상 80세 미만 35.2%, 40세 이상 60세 미

만 13.8%, 40세 미만 3.9%였다.

전남의 경우 80세 이상 52.1%, 60세 이

상 80세 미만 35.6%, 40세 이상 60세 미

만 10.2%, 40세 미만 2.1%였다.

호남권 3개 시·도와 제주지역 중 고의

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북

전주시(173명), 제주 제주시 (151명),

광주 북구(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연령표준

화 사망률은 전북 김제시(46.9명), 전남

나주시(34.1명), 전남 해남군(33.4명)

순으로 높았다.

이밖에 표준인구 10만명 당 주요 사망

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호흡기

결핵 전남(1.7명), 광주(1.2명) ▲알츠하

이머병 광주(7.0명), 전남(3.7명) ▲고혈

압성 질환 광주(4.7명), 전남(4.4명) ▲심

장 질환은 전남(31.2명), 광주(30.2명) ▲

운수사고는 전남(14.4명), 광주(5.3명)

▲자살은 전남(23.5명), 광주(23.1명) 등

으로 집계됐다. /임후성기자

광주·전남人사망원인1위‘암’
심장질환·폐렴順븣지난해전남 1만7천여명사망호남 ‘최다’

정부는15일검찰의대표적직접수사부

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변경

하는안건을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 1973

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

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

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

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

로 전환되는 것이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

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

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

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

로 구체화한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이날 즉각 시행

됐다. 다만, 시행일인 이날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

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檢특수부축소안국무회의통과

CMY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