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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눌리는 젊음알바 하루 6시간취업자중 계약직 58%

패기와 의욕으로 충만해야 할 젊음들이

짓눌리고있다 광주청년신문의이번설문

조사에서 다수 젊은이들은 생활고에 시달

리고 아르바이트에 학업시간을 희생하고

있으며 취업한 젊은이들도 고용이 불완전

하거나이직을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년 경제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

는 광주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었

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아

르바이트를하고있다는응답자는 314%

인 54명 해본 경험이 있다는 545%인

144명이었다 둘을합치면 85%가넘는답

변이다 안해봤다는 159%인 42명 할

필요가없다는 83%인 22명에그쳤다

아르바이트 직종도 단순노동이 대부분

이었다 280%인 74명이 식당 술집 서빙

일로 가장 많았고 117%인 31명이 편의

점 71%인 19명이 식당 술집 주방일이라

고답했다 나머지는택배 청소 주차요원

순이었고과외지도는 45%에그쳤다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시간은 생각

보다 길었다 하루 6시간 이하가 34%인

90명 6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99%나 됐다 하루4시간 이하는 87%

인 23명 2시간이하라고응답한수는단

2명에불과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돈의 액수는

월 70만원 이하가 227%(60명)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가 189%(50명) 두

번째 100만원 이하가 155%(41명)였다

100만원 이상은 94% 30만원 이하는

68%(18명)로상대적으로적었다

종합하자면 광주지역 청년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있으며 아르바

이트 노동시간은 비교적 장시간이 6시간

이상 월 수입은 6060만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한달 용돈액수를

물은 결과 50만원 이하가 340%로 가장

많았고 30만원이하가 321% 20만원이

하는 121% 100만원 이하는 132% 였

다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71%

였다

용돈중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을 물은 결

과 식비라고 응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려 98명으로응답자의 371%에

달했다 가계로 치면 엥겔계수가 매우 높

은셈이다 술값등유흥비라고답한사람

은 215%인 57명 주거비라고 답한사람

은 136%인 36명 옷값이라고답한사람

은 128%인 34명으로두항목이비슷했다

이밖에는 교통비는 75% 통신비는 41%

였다 삶의질과관련된 레저등문화비라

고답한사람은전체응답자중단 6명에불

과했다

응답자중대학생들만을대상으로학비

조달 방법을 물은 결과 부모님돈과 내가

번 돈을 합해서가 400% 였으며 부모님

이 대준다가 285% 학자금 융자는 17

1% 장학금으로 모두 해결은 142%였

다

건강청년들은건강했다 자신의건

강이 양호하다고 답한 사람은 439%인

116명 건강하다는 280%인 74명이었다

매우건강하다고 답한 사람도 185%인

49명이었다 이들을 합하면 90%가 넘는

다 가벼운질환있음이러고답한사람은

83% 중한질병있음은단 3명이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질문은 다양하게 나

왔고 술만 한다가 329%인 87명으로 가

장 많았고 술 담배 모두 약간한다와 술

담배 아무것도 안한다가 각각 204%인

54명씩이었다 술담배모두많이한다도

189%인 50명이었으며 안피우고 안마신

다가 106%인 28명이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자(135명)는 술

담배모두많이한다가 333%인 45명 술

담배모두약간한다가 311%인 42명 술

만 한다가 177%인 24명 아무것도안한

다와 담배만 피운다가 각각 88%인 12

명씩이었다

여자(129명)의경우 술만마신다가 48

8%인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술 담배 모

두 약간 한다가 93%인 12명 담배만 피

운다는 46%인 6명이었다 술 담배모두

많이한다는 38%인 5명 술담배아무것

도 안한다는 응답은 325%인 42명이었

다 여성흡연비율이 178%수준이어서 한

국 평균 여성흡연률 51%보다는 크게 높

은것을알수있다

취업자들은취업중인 100명의남녀

에게가장큰고민을물은결과 1위는돈문

제 2위는 직장내업무 3위는 외모 4위는

이성문제 5위는 건강문제로나타났다 흥

미로운것은여성들일수록돈문제고민비

율이높았으며이성문제에답한비율은남

성이 더 많았다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 육

아문제가돈문제에이어2위를차지했다

취업하기위해하루몇시간씩공부를했

느냐는 질문에 2시간 안팎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3시간이상 17명 4시간 이상

16명 5시간이상 13명순으로나타났다

졸업후 취업까지 걸린 시간을 물은 결

과 졸업과동시가 40명으로 가장많았고

6개월 이내가 26명 1년이 20명 2년이 8

명 3년 1명 4년 3명 5년은 1명이었다 취

업한청년들은대개졸업 6개월이내에직

장을잡는양상을보여준다

취업자 100명의 고용형태에 대한 질문

에 정규직은 37명 풀타임 계약직은 22

명 파트타임 계약직은 27명 풀타임 일

용직은 1명 부정기적일용직은 8명 창

업은 5명이었다 계약직과일용직의비율

이 58%에이를정도로광주지역취업청년

들의직업의질이낮음을알수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모

두 가입됐다가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부분적으로가입되어있다가 37명 하나

도 가입 안되어있다도 14명이나 됐다 취

업자들의직장영세성을말해준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원하던 것입니

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가

42명 아니다가 22명 전혀아니다가 10

명으로 나타나 자신의 이상과는 다른 직

업을 갖고살아가는모습을보여줬다 매

우그렇다는 7명 그렇다는 19명에그쳤

다

자신의전공과연관된일자리를잡았느

냐는질문에대한 결과는 심각했다 전공

과무관하다가 45명 딱들어맞지는않지

만 관련있다는 27명 관련있다는 28명

이었다

직장을옮길생각이있나요?라고물은

결과 매우 그렇다 16명 그렇다 13명

모르겠다 38명 아니다29명 평생직장

으로여긴다5명으로나타났다 자신이원

하지않았고전공과무관한직장에취업한

청년들이다수이다보니약 30%의취업자

들이이직을고려하고있는현상이다

혼인 연령응답자 중 미혼자 225명

을대상으로 결혼한다면몇살에할건가

요?를 물었다 먼저 남자의 경우 대학생

들은 평균 314세 졸업후 미취업자들은

342세 취업자들은 327세로응답했다이

를다시평균하면 3276세다

여자의경우대학생들은 299세 미취업

자들은 305세 취업자들은 295세라고답

했다 평균 2996세 남녀 공히 대학생 시

절에는적령기에결혼할것을마음먹었다

가취업난에허덕이며결혼을미루는현상

을보여준다

<유재원기자

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가 용돈지출이가장많은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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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조례가정한청년의정의에따라광주거주만 19세39세남녀300

명을 대상으로 했다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학생중 15명이 지난 11월 1

일부터 14일까지면접조사방법으로설문을실시 이중 264명으로부터응답을

받았다 조사는 5개그룹으로나누어실시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그룹고졸및대학재학미취업자남35명여40명

2그룹대학졸업후미취업자남35명여35명

3그룹고졸및대졸취업미혼자남40명여40명

4그룹고졸및대졸취업기혼자남10명여10명

5그룹고졸및대졸미취업기혼자남10명여9명

이들에게는 공통질문과 그룹별 질문이 주어졌으며 2629개 문항이 주어

졌다 마지막문항은 세상에대해하고싶은말을 자유서술토록했으며서술

해준응답자는 133명이었다

설문조사어떻게했나

※설문예시2그룹남

이 설문은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제작하는 광주 청년신문의 기사

자료로사용됩니다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1당신의나이는(만나이)?

①19세25세②26세30세③31세35세④36세⑤39세

2최종학력은?

①고졸②대재③대졸④대학원재⑤대학원졸

3건강상태는?

①중한질병있음②가벼운질환있음③양호④건강⑤매우건강

4술담배는?

①술담배모두많이한다②술담배모두약간한다③아무것도안한다④술

만한다⑤담배만피운다

5거주형태는?

①부모와동거②기숙사③분가후월세④분가후전세⑤분가후자가(배우

자명의포함)

6대한민국은청년들이살아가기에어떤가요?

①아주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아주좋다

7광주광역시는청년들이살아가기에어떤가요?

①아주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아주좋다

8국가 또는광주광역시구청이실시하는청년지원정책을알고있나요?

①하나도 모른다 ②한두가지를 안다 ③여러가지를 안다 ④많이 안다 ⑤많

이알고있으며더나은방법도생각해봤다

9광주시의청년지원조례에대해알고있나요?

①처음들어봤다②그런조례가있는것같다③알고있다④자세히알고있다

10광주지역에서열린청년문화행사나청년프로젝트에대한경험은?

①참여해본적 없고 하기도 싫다 ②안해봤지만 한번쯤 참여해보고 싶다 ③

관심없다④참여해본적있다⑤참여해보았고또하고싶다

11서울시 경기성남시의청년수당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요?

①매우 부럽고 광주도 실시하면 좋겠다 ②준다면 받고 싶다 ③재정자립도

상비현실적이다④좋은정책은아니라고본다 ⑤오히려역효과가날것

이므로반대한다

12만약광주시가청년수당을지급한다면최소한연간얼마이상이어야한

다고보나요?

①50만원②70만원③80만원④90만원⑤100만원

13당신은앞으로어디에서살생각입니까?

①광주에 계속 살겠다 ②되도록 광주에 살겠다 ③모르겠다 ④광주를 떠나

고싶다⑤절대로광주에살지않겠다

14아르바이트에대한질문입니다

①아르바이트를하고있다②해본적이있다③안해봤다④할필요가없다

14a(14문항①②답변자만)어떤종류의아르바이트를하거나해봤나요?

①식당술집서빙②식당술집주방일③편의점점원④택배⑤주차요원⑥

청소⑦과외지도⑧기타

14b(14문항①②답변자만)아르바이트평균노동시간은?

①하루 2시간이하②하루4시간이하③하루6시간이하④하루 6시간이상

14c(14문항①②답변자만)아르바이트수입은?

①월 30만원 이하 ②월 50만원 이하 ③월 70만원 이하 ④100만원 이하 ⑤

100만원이상

15당신의용돈중가장지출이많은분야는?

①주거비②식비③술값등유흥비④옷값⑤통신비⑥교통비⑦스포츠 문

화비

16당신의월저축액은?

①30만원이상②20만원이상③10만원이상④없다⑤빚을갚는중이다

17당신의당면한가장큰고민은?

①취업②건강③외모④이성문제⑤돈문제⑥병역문제

18당신의스펙중가장부족하다고느끼는부분은?

①출신학교②졸업학점③어학실력④경력⑤봉사활동

19지금준비중이거나마음먹은당신의미래직업은?

①대기업또는공기업사원②중소기업사원③공무원④창업⑤전문직(교

사포함)

20취업을위해당신은하루몇시간정도공부를하나요?

①1시간이상②2시간이상③3시간이상④4시간이상⑤5시간이상

21당신은준비중이거나마음먹은당신의직업을가질수있을걸로예상합

니까?

①매우그렇다②그렇다③모르겠다④잘될것같지않다⑤불가능하다

22당신은해외취업을할의사가있나요?

①매우그렇다②그렇다③모르겠다④아니다⑤절대아니다

23생활비는어떻게조달하나요?

①부모님이대준다②부모님돈과내가번돈을합해서③모두내가번돈으

로④빚 ⑤저축해둔돈

24한달용돈은얼마정도쓰나요?

①20만원이하②30만원이하③50원이하④100만원이하⑤100만원이상

25결혼관은?

①꼭할것이다②하는게좋겠다③모르겠다④하고싶어도못할것같다⑤

안하겠다

26결혼을한다면몇살에할건가요?숫자로써주세요

( )살

27세상에대해하고싶은말을자유롭게적어주세요

용돈지출항목 식비 37% 최다

술담배모두많이한다 189%

취업위해하루 2시간이상씩공부

취업자 4대보험가입 절반밑돌아

한취업설명회에참석한젊은이들의진지한표정 <광주일보제공

극심한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하듯 설

문조사에서 세상에 대해 하고싶은 말을

적은 응답자들은 반 이상이 일자리를 애

타게원하고있었다

학생신분이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건

취업좀 하게 해주세요 취업난 해결 안

되는 건가요? 일 좀 하게 해주세요등의

답변은 133명의응답자중 81명에달했다

그밖에는 화이팅 우리힘냅시다 헬조

선을꿀조선으로 결코포기하지않을겁니

다등스스로와동세대청년들을위로하며

각오를다지는응답자도20여명에달했다

구체적 요구를 적은 응답자들도 있었

다 알바 시급좀 올려주세요 면접할 때

입사지원동기좀묻지맙시다 돈벌고싶

어 온거 다 알잖아요 스펙으로 사람평가

하지마세요 창업대출금액좀올려주세

요등답변자의심정에고개가끄덕여지는

내용들이었다

비관적심정을적은글도10여건에달했

다 한국을떠나야할것같다 한국은틀

렸다 세상은요지경 세상은썩었다 너

무살기힘들다등이다

욕설을적은응답자들도있어청년들의

스트레스를반영했다 거지같다 ×같은

세상이라고적은응답자들도있었다

시국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점을 적은

응답자들도 20여명에 달했다 부정부패

없는세상이먼저입니다 깨끗한세상을

반칙이너무많은대한민국입니다 비리

를 바로잡으면 다 풀린다 등의 내용이었

다 유재원기자

광주광역시가전국최초로제정한청년

조례에 대한 질문 역시 알고 있다가 10

6% 자세히알고있다는 07%에 불과해

대부분의응답자들은광주시의청년정책

의 기본이 되는 청년조례에 대해 처음 듣

거나알지못하는것으로밝혀졌다

광주의청년문화행사나프로젝트의참

여 경험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안해봤지

만참여해보고싶다(518%)고 답했다 이

어 참여해본 적 없고 하기도 싫다(20

4%) 관심없다(159%) 참여해본적있

다(87%) 해보았고또하고싶다(37%)

순이다 이같은 답변은 광주의 청년들이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에 동참하고 싶은

욕구는 강하나 홍보부족 유인정책 부족

등으로아직실효를거두지못한다는사실

을보여주는것으로보인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갈 것인가

를묻는질문에는 되도록광주에살겠다

(314%) 광주에계속살겠다(98%)는긍

정적답변이 412%였고 떠나고싶다(24

9%) 절대로광주에살지않겠다(41%)는

부정적답변보다훨씬많았다

결혼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도현실로나타났다응답자중기혼자

를 뺀 미혼 청년층 225명에 대해 결혼관을

물은결과 꼭할것이다는 172%에그쳤으

며 하는게좋겠다282% 하고싶어도못

할것같다 121% 안하겠다는 94%로집

계됐다나머지는모르겠다고답했다

세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문항에서 한 응답자는 헬조선

을꿀조선으로!라고적었다

유재원학생기자

세상에대해하고싶은말들어보니

반이상이일자리호소격려다짐도

1면에서계속

결혼 못할것같다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