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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일자리 포털 사이트에 신규 채

용공고된일자리의 41%정도가서울에편

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

남은각각18% 08%로전국최하위수준

이었다

인터넷사이트를통해인력을찾는기업

들의 공고를 통해 보는 수치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신규인력을채용하려는업체의수가그만

큼적다는분석이다

취업포털잡코리아가지난해자사사이

트에 등록된 기업들의 신규 채용공고수

650만9703건을 근무 지역별로 분석한 결

과 일자리가가장많았던곳은서울로전

체채용공고수의 409%를차지했다

다음으로경기지역이 247%로전국에서

두번째로일자리가많았고 인천 77% 부

산 54% 대구 32%등의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04%) 강원(0

5%) 지역이였다 광주는 11만7043건(1

8%) 전남은 5만4501건(08%)로 전국 최

하위수준이었다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방의

일자리수비중은 264%에불과했다

각 지역별 채용공고수를 업종별로 분석

한 결과를 보면 근무 지역에 따라 모집하

는업종의차이가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

광주는 은행 보험 카드분야 일자리가

지난한해동안채용이가장활발했다 전

남은은행 보험 카드(283%)와콜센터 시

설관리(175%) 업종의채용비중이컸다

관광지가 많은 제주 강원 지역의 경우

지난한해동안가장많은일자리가있었

던 업종은 호텔 여행 항공업이 각각 1위

를차지했다

특히제주지역은호텔 여행 항공업분

야의채용공고비중이전체의 187%로 1위

를차지다

다음으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분야

식음료 외식 프랜차이즈분야였다

강원지역의 경우는 호텔 여행 항공업

분야가 105%로 1위를 차지했고 식음료

외식 프랜차이즈(100%) 등의순이었다

이외울산지역은자동차 조선 철강분

야의일자리수비중이320%로가장많았

으며 경남경북지역역시도이분야의채

용공고비중이각각 265% 201%로가장

많았다

부산은백화점 유통 도소매분야가 24

7%로 1위를차지했다

전북은 콜센터 시설관리(179%) 네트

워크 통신서비스(157%) 분야 채용공고

비중이높았다 서울지역은은행 보험 증

권 카드업(176%)과 식음료 외식 프랜

차이즈분야의일자리가많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일자리 마른 광주전남73% 수도권 쏠림
<18%> <08%>

취업포털 잡코리아 작년 기업 채용공고 650만건 분석

광주전남 전국 최하위은행보험카드 분야 많아

지방 비중 26%에 불과부산 54% 대구 32% 順

지난해 쌀(논벼) 생산비가 줄었지만

총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쌀농사

순수익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이25일발표한 2015년산논벼

(쌀) 생산비조사결과를보면지난해 10

a당 논벼 생산비는 69만1869원으로 전

년보다 2만9610원(41%) 감소했다 쌀

생산비는증가세를보이다가 2014년 이

후하락세를이어오고있다

작년 10a당 생산비는 2011년(62만

8255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이다 20당 쌀 생산비는 2만4666원으

로전년보다 2195원(82%) 감소했다

20당쌀생산비는 20112년 2만9189

원을찍고나서 3년연속으로줄었다 그

러나 쌀농사의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았

다 10a당 총수입은 99만3903원으로 전

년보다 6만4188원(61%) 감소했다 이

는 쌀 판매단가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

다

산지 쌀값 20 가격은 2014년 4만

2300원에서 지난해 3만9500원으로 떨

어졌다 생산비보다 총수입이 떨어지는

폭이 더 커 10a당 순수익은 전년대비 3

만4578원(103%) 감소한 30만2034원으

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10a당 소득도 56만966원으로 전년보다

5만4250원(88%) 줄었다 연합뉴스

작년 벼농사 순익 10% 줄었다

생산비 41%P 감소 불구 수입 더 크게 떨어져

국내 가계가 버는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하기갈수록힘들어지고있다

27일한국은행통계를보면지난해가

계의 순처분가능소득(837조1767억원)

대비가계신용연말잔액(1206조9798억

원)은 1442%로 집계됐다 순처분가능

소득은가계가임금이나예금이자등으

로 마련한 소득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

하고자유롭게쓸수있는돈을말한다

가계신용은가계가은행이나보험 대

부업체등에서받은대출뿐아니라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대표적인가계부채통계다

우리나라 가계가 1년 동안 처분가능

소득을모두모아도가계부채를전부갚

기 어렵고 가계 빚의 44%가 남는다는

얘기다

이 비율은 2004년 1008%에서 꾸준

히 상승해 2011년 1313%로 130%대에

올라섰고 2012년 1331% 2013년 133

9% 2014년 1364%를기록했다

특히 최근 상승곡선이 가파르다는 점

이우려되고있다

작년 말 수치를 1년 전과 비교하면 7

8%포인트나뛰었다

이비율의전년대비상승폭은한국은

행이가계부채통계를편제한2002년이

후 최대였던 2006년(72%)을 뛰어넘는

역대최대수준이다

소득과 대비한 부채의 비율이높아진

것은 지난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2014년보다 52%(41조4478억원) 늘어

나는 동안 가계부채 잔액은 112%(121

조7206억원)급증했다

가계 부채의 증가속도가처분가능소

득의 2배를넘었던것이다

가계 부채 급증은 작년 6월 기준금리

가 연 150%까지 떨어지면서 주택담보

대출을중심으로 대출이급증한 영향이

컸다 연합뉴스

가계 소득으로 빚갚기 갈수록 힘들어진다

작년 부채 처분가능소득 15배작년보다 78%P 늘어

1인당 국민총소득 26%6년만에 감소

지난해우리나라의 1인당국민총소득

(GNI)이 2만7000 달러대로 떨어졌다

이로써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달성은

또다시무산됐다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은 26%로집계됐다

한국은행이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5년 국민계정(잠정)에 따

르면지난해 1인당GNI는 2만7340달러

(3093만5000원)로 전년(2만8071달러)보

다 26%(731달러) 줄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전년보

다감소하기는 2009년이후 6년만이다

1인당GNI는 2006년 2만823달러로 2

만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9년 동안 3만

달러에안착하지못하고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

만8303달러로 떨어졌고 2010년 2만

2170달러 2011년 2만4302달러 2012년

2만4696달러 2013년 2만6179달러등으

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뒷걸음질

한것이다

그러나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NI는

2014년 2956만5000원에서 46%(137만

원)늘었다

작년연평균원달러환율이 74% 상

승하면서원화가약세를보인영향이컸

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6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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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1450214830

2 40283746

3 1343471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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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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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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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효천지구 경기도 화성과

시흥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3044

가구를공급할사업자를찾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광주시 효천

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봉담2지구 시흥

장현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자를 공모한

다고밝혔다

LH가 보유한 뉴스테이용 택지에 대한

올해첫사업자공모다

28일 이러한공모가공고되며사업계획

서 접수는 5월 26일까지다 이후 평가를

거쳐 6월우선협상대상자가발표된다

효천지구에는 A2블록 2만8515에

전용면적 60 이하 뉴스테이 615가구가

건설될예정이다

또동탄2신도시에는A92블록 4만5614

에 전용면적 6085 뉴스테이(아파

트)가 774가구가 건설된다 토지가격은

953억원이다

봉담2지구는 B3블록 6만2천5에 전

용면적 6085 뉴스테이 1004가구가

지어진다 토지가격은 961억원이다 토지

가격이 736억원인 장현지구 B6블록 3만

9758에는전용면적 6085뉴스테이

651가구가공급된다

국토부등은효천지구뉴스테이단지와

동탄2신도시를 각각 신혼부부 특화와

헬스케어 특화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

이다

이를위해해당지역은뉴스테이사업자

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가운데 단지특

화서비스 배점을 20점에서 50점으로 확

대했다

보험사의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용도평가에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도추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효천지구 LH 뉴스테이 615가구 건설

전국 4곳 3044 가구 공급5월 26일까지 사업자 공모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강남경)는영농철을앞두고최근농가의농기계수리

불편을줄이기위해 영농자재종합서비스 운동 발대식을 하고청산농협순회

봉사를했다 농협전남본부제공

2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소

폭상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치)을 보면

2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은 070%로 1월말대비 003%포인트 상

승했다

2월 들어 새로 발생한 연체금(1조8000

억원)이 이 기간 정리된 연체채권 규모(1

조3000억원)를웃돈영향이다

다만 작년 2월 말과 비교해서는 007%

포인트하락했다

은행대출연체율은저금리의영향으로

2012년 3분기말이후전반적으로하락 추

세를이어가고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98%로 1월 말

보다 016%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월 말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가운데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9%포인트로 한달 전보다 0

01%포인트올랐다 연합뉴스

농협전남본부영농철농기계순회수리

은행 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2월 1월말보다 003%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