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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요건완화 등양대행정지침발표에반발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에서도 금호타이어 노조가 임

단협과연계해 26일과 27일 이틀간 4시간

부분파업에들어간다

24일 고용노동부와노동계에따르면정

부는 지난 22일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

할수있게하는 공정인사 지침과취업규

칙변경요건을완화하는 취업규칙 행정

지침을전격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

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이

뤄졌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먼저교육훈련을통한능력개발

의기회를주고 이후에도개선이없는경

우 배치전환을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경

우불가피하게해고한다는것이다

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

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

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

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

만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

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취업규칙변경할수있도록했다

정부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돌입한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4

시새누리당당사앞에서기자회견과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정부 지침이 철회될 때

까지 매일 현장 선전전과 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본부는 또 27일 오후 4시 광주

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

에서총파업대회를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달 30일 서울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대규모집회를열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등 지역 대규

모 사업장 노조도 27일 부분파업을 결의

한 금속노조의 지침을 어떻게 수용할 지

고심중이다

임단협 부분파업을 예고한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과 정부를 동시에 규탄하는

부분파업을 26일과 27일이틀간벌인다

기아자동차 광주지회는 금속노조 지침

과 관련해 경기도 화성에 있는 기아차 지

부와 논의해 이후 행동을 결정한다는 방

침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23일 서울광장에서

5000여명이참가한총파업선포대회를열

어 정부의노동개악행정지침발표는일

방적행정독재이자상시적쉬운해고와취

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 재앙이라고 비

난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당장 총파업에 동참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

은우선 양대지침 대응에주력할방침이

다 다만 행정지침을둘러싼정부와노동

계의 갈등이 심화할 경우 민주노총과 공

동대응여부도배제할수없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파업을 하

기위해서는여러절차가필요하기때문에

당장 파업하는것은 고려하고있지않다

며 25일대표자회의를열어차후사측이

개별 노조에 양대 지침을 내려보내면 어

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와 함께

우리가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노조

에보내는방안등을논의할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금호타이어노조가오는 2627일부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본교섭 결렬에 따

라사측을압박하려는경고성파업이지만

노조는 향후 교섭에도 성과가 없으면 다

음달 무기한 파업을 예고해 노사 갈등이

다시격화될조짐이다

24일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열고 사측과

의 본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투쟁지침을

결정했다고밝혔다 노조는2627일근무

조별로 4시간씩 경고성 부분파업을 벌이

고이기간연장근무도거부하기로했다

하지만노조는부분파업시기를전후해

사측과의교섭을계속할예정이다 교섭에

진척이없을경우다음달 15일이후부터는

무기한4시간파업에들어가기로했다

금호타이어노사는지난 21일까지본교

섭을 벌여 2015년 임단협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일시금 상향 등 쟁점 사항에서 이

견을좁히지못하고결렬됐다

노조는 교섭에서 품질향상격려금 명목

으로 일시금을 올려 달라고 재차 요구했

으나 사측은 일시금을 상향하려면 회사

경영상황을고려해실질적인생산과품질

안정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노조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지난해 39일간

파업 당시 제시했던 안에서 한 발짝도 나

가지 않고 있다며 노사관계에서 주도권

을가지려는사측이원칙을계속내세우며

협상을벼랑으로몰고있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실적 악화에도

노조가파업을결정한데대해유감을표시

하며앞으로도교섭에는성실히임하겠지

만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대처하겠다는뜻을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들끓는 노동계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 등 지침시달후속조치이행

정부노동계갈등심화민노총오늘부터무기한총파업

금호타이어노조 2627일 부분파업

협상성과없으면내달 15일 이후무기한파업

금호고속은설연휴를앞두고인터넷과스

마트폰을 통해 고속버스와 직행 버스 승

차권예매를실시한다고 24일밝혔다

인터넷 예약은 고속버스는 코버스

(kobuscokr)를 직행버스는 버스타고

(bustagoorkr)와 이지티켓(easyticket

cokr)사이트를이용하면된다 인터넷으

로 예약한 고객은 탑승 전 터미널 매표소

주변에설치된무인발권기를통해편하게

승차권을출력할수있다

스마트폰이용자는어플리케이션 고속

버스모바일을통해모바일QR코드를받

으면매표창구나무인발권기를거칠필요

없이고속버스단말기에이를스캔하고바

로탑승할수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관광버스회사와

운수협정을맺고수시로임시차량을편성

해버스를운행할예정이다라며 명절을

맞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쉽고 편하

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에서 2박3일동안 2016년 신입사원교육을성료했다 30대 1의 높은경쟁률을뚫고선발

된신입사원은이번교육을통해회사의비전과경영철학등보해양조(주)의핵심가치를이해하는시간을가졌다 보해양조제공

금호고속설승차권인터넷예매

보해양조신입사원워크숍

한국전력은 22일 전력그룹사 사장단

전력수급안정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연

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그룹사 유기적 협조체

제방안및에너지신산업추진등전력그

룹 경영현안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했

다 한전서울지역본부에서열린이날회

의에는조환익사장을비롯해한수원 남

동발전 중부발전등 전력그룹사 총 11명

의사장이참석했다 최재호기자 lion@

한전 전력수급안정점검회의

소상공인의 40%는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은 평균

약1600만원의빚을떠안는다는연구결

과가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소상공인 회

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라는

제목의보고서에서전국창업기업의 40

2%는 1년내에폐업한다고밝혔다

창업한소상공인의폐업률은 2년째에

537%였으며 3년째 620% 4년째 66

6% 5년째에 691%까지치솟았다창업

후 1년내에폐업하는소상공인업종중

금융보험업의 폐업률은 599%에 달했

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

비스업(464%) 숙박음식점업(450%)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과 도

소매업(각각 447%) 등의 순으로 폐업

률이높았다

소상공인들은 폐업할 때 평균적으로

1588만원의 부채를 떠안게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자금이 303만

원(191%) 시중자금이 1285만원(80

9%)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203만원 음식점업 1298만원 소매업

1117만원 개인서비스업 981만원의 부

채가폐업할때발생했다

소상공인들은폐업하면서평균 460만

원 정도의 비용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중순수하게드는비용은138

만원으로인테리어철거비용 16만원 집

기상계처리 47만원 부분철거 19만원

장비처분 수수료 44만원 기타 13만원

등에 지출됐다 나머지 300만원 가량은

권리금때문에발생했다소상공인이폐

업한 점포를 인수할 때 권리금으로 평

균 589만원을 지불하고 본인이 폐업할

때평균 268만원을 회수하기때문에결

과적으로 평균 321만원의 손실이 발생

한다 권리금에 따른 손해는 대도시가

평균 419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중소도

시는266만원농어촌은110만원으로집

계됐다 연합뉴스

지난해주택인허가착공 분양 준공

물량이전년보다큰폭으로상승한가운

데광주는대체로늘었으나전남은크게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

택 인허가 실적은 광주가 1만4673호로

전년 1만1056호에서 327%늘었으나전

남은 1만5631호로 전년 1만7628호에서

113%감소했다 전년도지역아파트(공

동주택) 등 건축시장의 경기 회복세가

한풀꺾인영향으로풀이된다

주택 착공실적은 광주와 전남이 대폭

줄어광주가 1만4161호에서 1만232호로

277% 전남은 2만501호에서 1만6603

호로 190%줄었다

공급과잉 우려와 주택경기 하락세는

공동주택분양에영향을미쳐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도크게감소했다

광주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승인 실적

이하락하면서 1만2948호에서 8394호로

352%감소했으며전남역시 1만4326호

에서 1만1706호로 183%나줄었다

주택준공실적은광주는줄고전남은

상승했다광주지역의지난해주택주공

실적은 1만4426호에서 8584호로 405%

나 감소했으며 전남은 1만7008호에서 1

만9056호로 120% 증가했다이는 전남

지역에 귀촌귀농 인구의 증가에 따른

건축증가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한편지난해전국적으로인허가된주

택은 76만5328호로 2014년보다 485%

늘었으며관련통계를시작한 1977년이

후최대치를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상공인 40% 창업 1년내폐업

금융보험업 60%평균부채 1600만원

주택 인허가실적광주전남

경기하락공급과잉우려착공분양승인실적도급감

로또복권 (제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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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1937531719

2 71760435

3 1386676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8

36

1863

91027

14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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