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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가진 광주 청년(만1934세) 10

명 중 4명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노동사회연

구소에 의뢰해 광주 청년 계층실태조사를

한 결과 취업상태(292명) 청년 중 정규직

은 476% 비정규직은 394%였다 13%는

자영업자나 고용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자(766명) 중 정규직 등

경제활동 비율은 350% 구직자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 비율은 650%다 하는 일

(직장)에 대한 만족도(5점 기준)는 정규직

은 37점 비정규직은 33점이다

임금수준에 따라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였으나 근속기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

았다 월 100만원 미만은 31점이지만 400

만원 이상은 40으로 조사됐다 근속기간

에 따른 만족도는 3536점으로 엇비슷

했다

정규직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

나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422%)이 혜택

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구직을 포기한 이유로 그냥 쉬고 싶어

서가 271%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24

3% 기술과 경력 부족이 157% 취업준비

와 구직활동에 지쳐서 143% 구직해도 취

업 못 할 것 같아서 114% 등이었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 중 211%는 일자리

경험이 없다고 답해 사실상 백수 상태로

조사됐다

졸업 후 첫 일자리 유형도 계약 기간이

있는 일자리는 10명 중 2명(202%)에 그쳤

으며 일시적인 일자리는 4명(389%)가량

됐다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구직기간은 평균

127개월로 꼬박 1년이 걸렸다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5점 기준)로 취

업을 못 해 부모께 부담을 주는 것 같다거

나 여가활동이 부담스럽다가 36점 주변

사람이 취업 여부를 물어볼까 두렵다가 3

5점으로 뒤를 이었다

구직 시 어려운 점으로 취업정보 부족

본인 적성 파악 미흡 수입이나 보수 불만

경력 부족 등을 들었다

광주 청년들의 생활 환경 만족도는 교통

(37점) 교육 의료건강 문화체육(35

점)이 대체로 높았으며 취업고용 출산

육아는 25점과 29점으로 3점을 밑돌았

다

청년 10명 중 1명(108%)는 다른 지역으

로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거나 현재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청년 지원 정책 중 최우선으로 해야 할

분야로 33%가 생활비와 교통비를 지원하

는 광주형 청년수당 지원을 무주택자 및

청년을 위한 주거 바우처 지원(189%) 노

동환경 정보 아카이브 개설(1575) 건강검

진과 치료지원(155%) 등이었다

광주시는 이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청

년정책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취업 청년 10명 중 4명 비정규직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이 8853만원으

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한다

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

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

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1억7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

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120

만원에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

당하는 기본경비를더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일

한 전체 공무원의총소득을 12개월로 나

눈 뒤 올해 인상분을더한 금액으로 인

사혁신처가 매해 4월 관보에 게재한다

공무원 1인 유지비용에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非)현금용 비용을 제외

하면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는 연 비용인

9591만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포함된퇴

직금 738만원을 빼면 공무원이 한해 받

는 실질 평균연봉이 8천853만원으로 계

산된다

납세자연맹은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봉 순위는 2014

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의 실

제 자료에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인상

률 25%를 20152017년에 적용해 추

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러니 공시로 몰릴수밖에

공무원실질평균연봉 8853만원전체상위 7%

광주 청년 계층실태조사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영세 소상

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깊어졌다

사용자들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

금이 9000원을훨씬넘는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런 점

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

범위와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요구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따르

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을 포함

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9036원이다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

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추가 임금을 주는 것

이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되는 다른 수당과달리 주휴수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사업장에 적

용된다 종업원을 둔 고용인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돈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할때 주휴수

당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주휴수당포함땐 9036원

19일 광주 북구청에서열린청소년진로체험에참가한서강중학교학생들이민원봉사과에서직

원으로부터민원서류발급등의공무원업무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구청서청소년진로체험

비정규직 42% 국민연금미가입

13%는 자영업자고용주

쉬고싶어구직포기 27%

학교졸업 21% 백수 상태

구직기간평균 127개월

신안천일염이 미국으로 수출된다

전남도는신안군임자면 생산업체 마하

탑이오는 21일천일염 26t을 미국 로스앤

젤레스로 수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마하탑은 미국 시장에서호평을 얻으면

연간 50t 이상 수출이확대될것으로 기대

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29만3000t의천일염

이 생산됐으며 수출량은 184t이었다

업계에서는 최근폭락한천일염가격이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수급 조정으로 회

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천일염은저염식문화확산 등으로 소비

세가 정체됐지만 가뭄폭염으로 생산량

이 크게늘어 가격이폭락했다 천일염가

격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수요가폭등했

던 2011년 20들이 1포의 평균가격이 1

만1222원에서 지난해 3200원 올해 2477

원으로 6년전 대비 22%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생산원가가 6000원 선인 것을 감안

하면판매가격이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영

세 생산업자들의폐업이잇따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안천일염美수출길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주장

알립니다

한국신문협회

지난 14일부터사흘간내린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많은 가옥과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의에 잠긴 이재민을

돕기 위해 광주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이웃돕기 성

금을 모금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희망을잃지 않고 하루속히재기할 수 있

도록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기부를 원하는독자께서는 아래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송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접수하지 않습니다)

모금기간2017년 8월 18일(금)까지

계좌번호

농 협 10690664003747

국민은행 05499072003752

기업은행 00100037593285

신한은행 56202888597633

우리은행 00109848218953

예금주재해구호협회

인터넷기부wwwrelieforkr

휴대폰문자기부#0095

(한 건에 2000원)

ARS기부0607011004

(한 통화 2000원)

성금모금안내전화15449595

집중호우피해이웃돕기성금모금

공무원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