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7일 화요일제19839호�
경 제

�
코스피 196839 (777)

�
금리226% (+001)

�
코스닥56627 (357)

�
환율 106900원(+76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광주지역고용의질과안정성이타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

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전국평균은 물

론 6대광역시평균에도미치지못할정도

로 열악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지적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6일 최근 광

주지역고용의주요특징과취업기회확대

방안(연구자 전성범 기획금융팀 과장)이

라는연구보고서를통해광주지역고용시

장이외형상양호한편이지만고용의질과

안정성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하

다고진단했다

보고서는고용의질과안정성저하의이

유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높은점을들었다

실제로 2014년 3월 기준 광주지역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80%로전국평균(321%)을크게상회했

다

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높아비임금근로자가전체취업자에서차

지하는 비중(274%)이 6대 광역시 평균

(246%)에 비해 높았다 근로자의 월급여

액도 242만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257만

원)에비해낮았다

고용 질과 안정성이 낮은 또 하나의 원

인은비정규직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영

세서비스업과건설업종사자가많다는점

이다 서비스업은 광주지역 취업자의 72

0%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943%가 종

업원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라는 것이

다

건설업의 경우 지역총생산 비중(51%)

은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취업자수

비중(99%)은 전국(69%) 및 6대 광역시

평균(76%)에비해높은편이다

보고서는 또 청년층(1529세)의 고용

률은 369%(16월)로 전국 평균(404%)

은물론 6대광역시평균(386%)을밑돌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

동하는청년층이증가하고있는상황이어

서청년층고용사정은악화하고있다고진

단했다

이같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대안으

로청년층을포함한취업기회확대지원책

강화를강조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할당 채용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고 전문대를통한전략산업위주교육 대

기업과중견기업유치등은시급한과제로

제시됐다 교육과 교통인프라 확충도 중

요한현안과제로꼽았다

또한기업하기좋은분위기조성을위해

노사간상생문화와지자체의공동노력등

을주문했다

이밖에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비중

이높은서비스산업근로여건개선을위한

지원강화와여성의적극적인경제활동참

가유도등도제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근로자 고용 질안정성 모두 열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광

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농업관련 공기업

들이잇따라개청식을갖고광주전남시

대를연다

aT는 7일 나주시 문화로 광주전남혁

신도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본격

적인업무에들어간다고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

품부 장관을 비롯해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등각급기관장과시민등 350여명이참

석할예정이다

aT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 중 9번째 입주기관으로

신청사에서는 600여명이 근무하게 된

다

542억원의공사비가들어간신청사는

지난 2012년 2월 착공 지난 6월 완공한

건물로 부지 1만8782 건물 연면적 1

만9013 지하 2층지상 15층규모다

지난 1일 신청사 현판식을 가진 한국

농어촌공사도 오는 14일 개청식을 열어

청사이전을마무리할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지 115266

건축연면적 41379에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했으며 24개

부서에 778명의직원이근무한다

한편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지난해 3

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번째로 입주

한 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통

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

국콘텐츠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전력

거래소등총8개기관이입주를마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T 오늘 나주혁신도시신청사개청식

농어촌공사도 14일 개청

6일광주시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 2014국제광산업전시회에서관람객들이 전시장을둘러보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국내최대규모의광(光) 전시회인 2014

국제광산업전시회가 6일개막했다

이날 오전 11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열린개막식엔윤장현광주시장과이

재형한국광산업진흥회장 조영표광주시

의회 의장 토마스 리만 주한덴마크 대사

등 광산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172개 업체가 35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해

사흘간의빛의축제에들어갔다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올해 전

시회는 光 ICT 미래 문화콘텐츠의 혁신

을 주제로 LED융합산업허브구축사업및

광산업육성 지원기관 홍보관 광산업공동

브랜드 및 OLED조명 레이저 조명 테마

체험관 등 미래지향적인 전시공간으로 꾸

며졌으며 2014국제광융합컨퍼런스를비롯

한각종부대행사도동시에막을올렸다

국제광융합컨퍼런스에서는 광통신 분

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오범

(OVUM)사 수석 애널리스트인 니겔 푸

등 11명의 국내외 광 관련 전문가가 초청

됐으며 독일 프라운 호퍼 연구소 그로테

박사의기조연설을시작으로국내외광관

련전문가의초청강연이진행됐다

일반 관객 3000여 명도 이날 전시장을

찾아첨단자동차체험시설등을즐겼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전남도가 내년부터 모법 납세자에 대

해우대제도를도입한다

6일전남도에따르면내년부터최근 5

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지방세를납부기한내납부한법인

(5000만원 이상)과 개인(500만원 이상)

125명(법인 25명개인 100명)을 선정해

1년간 금리우대와 세무조사 면제 혜택

을준다 금리우대혜택은도내농협 광

주은행 대출시 ▲대출금리 031% 인

하 ▲ 예금금리 0102% 우대 ▲외국

환환전송금시수수료면제등이다

또한 도의 각종 행사 등에 참여 기회

를부여하고모범납세법인은 3년간세

무조사면제혜택을준다

특히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법인 1억

원 개인 10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에대해서는도지사표창을한다

김영희전남도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모범납세자를매년선정해널리알림으

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납세자

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

토를조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6일 가

마타 히로시 센다이상의 회장(77은행 회

장) 대표단과 중국 락양시인민정부 대표

단을 차례로 접견하고 일본 중국과의 우

호증진과경제협력을위해지속적으로노

력해나가기로했다

일본 센다이상의와는 지난해 6월 우호

협정을체결하고경제교류를지속하고있

으며 카마타 히로시 센다이상의 회장을

비롯한센다이상의대표단은 1박2일간광

주에 머물며 민간경제협력 활성화를 위

한간담회를시작으로광주비엔날레와국

립 아시아문화전당 견학 등의 일정을 가

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 지

역간교류를활성화하는데실질적이고주

도적인역할을해나가가자는데뜻을같이

했다

왕징린 락양시인민정부 부시장을 비롯

한대표단은락양시와광주간경제교류확

대에대해심도있게논의했다

광주상의대표단은이달중순께양지역

간실질적경제협력을위해락양시를방문

할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상의 日中과우호증진경제협력강화

금호타이어가 프랑스 르노 그룹으로

부터 제품의품질을인정받아 우수협력

사로선정됐다

6일금호타이어에따르면지난 1일프

랑스르노본사에서열린우수협력사시

상식에서르노그룹의띠에리볼로레최

고경쟁력책임자(CCO)와 크리스띠앙

반덴헨데 의장이 글로벌 11개 파트너사

에게 상을 수여했다 금호타이어는 이

가운데 품질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

다

르노닛산우수협력사시상식은올해

로 9회째이며르노그룹에매년제품을

공급하는글로벌협력사가운데품질과

혁신 사회공헌 3개 분야에서역량이뛰

어난우수기업을선정한다

금호타이어관계자는 글로벌완성차

업체로부터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것은

제품의품질을인정받은쾌거라며 향

후에도 제품의품질경쟁력제고와 함께

르노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는현재르노닛산에 SM5 SM7 QM3

Rogue등총 9개의차종의타이어를공

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르노의 전

기차 SM3 ZE에전기차전용타이어를

단독공급하고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전남도 모범 납세자금리우대세무조사면제

금호타이어 佛 르노그룹우수협력사선정

172개사 참여 광산업전시회 개막

비정규직비임금 근로자 비중 높아

청년층고용율전국평균에도못미쳐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

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이상인근로자만포함한다

무급가족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