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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청년구직자들을위한

온라인으로 일터를 찾는 저비용 고효

율채용행사가마련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

형)은 전남도와 한국전력공사 등과 공

동으로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에너지

밸리기업과 함께하는 2017 광주전남

강소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7일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IT에 익숙한 청년 구

직자들에게구인난을겪고있는우수중

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충분

히제공해성공취업을지원하게된다

박람회는취업 희망자면 누구나 참여

할 수있으며박람회온라인사이트(ht�

tpmyjobjobkoreacokr)에 접속

해회원가입후취업희망기업에서류를

접수하면된다

광주전남지역 소재 우수 중소기업

200여곳은이번박람회에서150명이상

을채용할예정이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기존 우수기업 채

용관과추천기업채용관외에너지밸리

기업 채용관과 산업기능요원 채용관을

신설하고 지역 특화산업에 맞는 인력을

지속적으로채용할계획이다

온라인 박람회는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손쉬운 만남을 제공해 매년 250여명

이 채용되는 등 회당 1000만원의 저비

용 행사를 통해 고효율 성과를 내고 있

어매년지속적으로개최될예정이다

박람회를통한구인구직관련자세한

사항은광주잡코리아(0625126212) 또

는 이메일(help062@jobkoreacokr)

로문의하면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제주항공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광주김포노선을임시운항한다

고 7일밝혔다

광주김포노선은과거대한항공아

시아나항공이 운항하다 호남고속철 개

통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대한항공이

2016년 3월 노선을 폐지했고 아시아나

항공만하루왕복 2회운항중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임시운항을 통해 광

주김포노선의시장성을검토해보기로

했다 임시운항은 닷새간 하루 왕복 2회

(20일제외)로 총편도19회운항한다

제주항공의 광주김포 노선 운임은

총액 편도기준으로 특가는 최저 2만

3100원부터예매가가능하다

주중 운임은 6만8200원 주말 운임은

7만7200원이다 항공권 예매는 8일 오

전 11시부터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

일로가능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제주항공광주김포노선임시운항

지역청년들온라인으로일터찾기

광주전남중기청 28일까지강소기업채용박람회

1721일까지하루 2회

올해상반기주요대기업의공채전형

이 인적성 검사를 지나 면접 일정으로

들어섰다

7일 채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면접 트

렌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지원자를 부

담스럽게 하던 압박면접이 사라지고

자기소개서 등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

면접이대세다

지원자들은 정답을 의식해 면접을

대비하기보다는 지원한 기업의 인재상

과 직무역량을정확하게파악하고자신

의경험등을기반으로논리적인답변을

준비하는게 중요하다고취업 전문가들

은조언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관계자는 최근

국내 중견기업 이상은 대부분 역량 기

반의 구조화 면접 기법을 활용한다며

직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질을

먼저정의하고 지원자가이를갖췄는지

판단하기위해정해진질문순서와기준

에 따라 구조화해 측정하는 방식이라

고 설명했다 이는 소위 제로베이스 면

접이라고도불린다

지원서에기재된스펙만으로 알기어

려운 지원자의 인성과 잠재 역량 돌발

행동등을파악하는것이다 연합뉴스

채용면접 압박 질문대신 자질 검증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

율(DSR)과 관련해 대출 성격 고객 특성

등을 반영한 복수의 기준을 활용하는 방

안을검토하고있다

또 DSR 조회시스템을구축해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DSR기준에따라대출을

어느정도받을수있을지를파악할수있

도록돕기로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시중은행 은행연합회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이 공통

으로 적용할 수 있는 DSR 가이드라인 마

련 작업을하고있다 DSR는연간소득에

서같은해상환해야하는모든대출의원

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당국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DSR를 도입할 계획이며 DSR는 모든 대

출에적용된다

은행권에적용할DSR가이드라인은아

직확정되지않았지만당국과업계로구성

된태스크포스는대출의종류가많고대출

자 조건도 상이해다양한대출심사에 적

용할 수 있는 복수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

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는마이너스대출이포함된DSR1 마이너

스대출이포함되지않은 DSR2처럼대출

성격과고객특성에맞는기준들이제시될

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 각각의 DSR 수치를 규정하지 않고

산정방법등큰틀을제시하는방안이논

의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

장 중도금대출 등이 DSR 산정에 쟁점이

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전세자금대출은

통상 만기가 2년인데 대출 첫해에는 이자

만갚기때문에큰 문제가없지만이듬해

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해 DSR가 급상승

한다연봉 5000만원인A씨가올해1월전

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을 연 40% 금리

로 빌리면올해는이자 600만원만원리금

상환액으로계산된다하지만내년에는이

자 600만원과원금 1억5000만원까지원리

금 상환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DSR 수

치가급증해신규대출이어렵게된다

마이너스대출도대출한도전액을반영

할지 실제사용한금액만반영할지에 따

라 DSR가 달라진다 은행권에서 처음으

로 지난달 DSR를 도입한 KB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 성격

고객 특성에 따라 DSR를 탄력적으로 적

용하고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소

득 수준에 맞는 대출 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DSR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

획이다 연합뉴스

은행대출심사복수기준도입검토

7월부터 DSR(年 상환원금이자 비율) 조회서비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최대인 것으로 나

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따르면 지난해 말 외

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5년

말보다 23% 증가한 2억3356만(233)

로 나타났다 증가율은전년 96%에비해

다소감소한것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3083억원으로

2015년말(32조5703억원) 보다08%감소했

다 필지 기준으로는 11만1667필지로 2015

년말(10만7860필지)보다35%증가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289만와 3802만

로 2015년말 296만와 3802만에 비

해24%와06%감소했다광주전남은소

폭감소했지만전체규모에서차지하는비

중은여전히최대였다 이같은규모는목포

시면적(5065)의 80%에달하는것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813만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경북 3543

만(152%) 강원 2410만(103%) 제

주 2000만(86%) 등의순이었다

특히강원도는 2015년 2165만에서지

난해 2410만로 무려 114% 증가했다

금액을기준으로하면 2311억원에서 2701

억원으로 169% 늘었다 2011년 평창 동

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후 강원도의 외

국인 토지 보유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것이다

공시지가기준으론광주와전남이각각

3235억원과 2만5770억원으로 460억(12

5%)과 107억원(04%) 감소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 보유분의 18%인

4091만가 광주전남에 있어 최대 비중

을 차지하는 이유는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1660만)와 GS칼텍스 여수공장(409만

)이 자리 잡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외토법에따르면자본금지분의 50%이상

을외국자본이가지고있으면외국인보유

로분류하는까닭에제철소와공장부지가

외국인소유의토지로집계된것이다

여기에최근중국인들의전남지역에대

한 토지보유가 증가 비중을 넓혔다 광

주전남의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광주는 4만8000로전년도기준으로 1만

 감소한 반면 전남은 25만1000로 전

년도에비해 3만 136%나늘었다

한편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제주의지난해외국인토지는면적으론 2

8%금액기준으로는 256%감소했다 중

국인 보유면적은 1년전보다 72만감소

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각

각 855% 671% 증가한 350만3000

201만5000를보유한것으로파악됐다

국토부측은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

민제 대상지역 축소와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부정적 여론 등

에따른투자심리위축이원인이라고설

명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로또복권 (제7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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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2711105063

2 46743191

3 1401813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6

58

1934

97566

157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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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유토지광주전남이전국최대

광주 289만전남 3802만전체 18%목포면적의 80%

광양제철여수 GS칼텍스외국자본높아외국인토지로집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8층 로얄알버트 매장에서 꽃 모양

이 새겨진 커피잔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로맨틱한 디자

인으로유명한영국도자기브랜드로화려하면서도우아함을선사해중년부모님이나

은사님께선물하기에좋다 9일까지커피잔세트를최대35%할인판매한다

롯데백화점제공

분위기를마셔요

면적 2억3356만

금액 32조3083억원

필지수 111667필지

시도별외국인토지보유현황

(2016년말기준)
단위천

강원

24103경기

38133

충북

12499

서울

2837

인천

3415

경북

35430

대구

1724 울산

6519

부산

3938

경남

17063
전남

38017

광주

2885

전북

7132

세종

1490충남

17433
대전

938

제주

20002

구조화 면접 대세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0
05

80 96

23

147

352

931

230 132

외국인토지보유현황추이(%)
중국인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