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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청년(만1939세) 10명 중 6명은 부동산 마련

을위해빚을졌으며 10명 중 3명은 5000만원이 넘는빚을

안고생활하고있었다 또순천청년의절반(580%) 이상은

일상에서스트레스를느끼고있고직장에서스트레스를느

낀다는응답은 749%였다 10명 중셋(361%)은 혼자밥을

먹는 청년 1인가구였다

1일순천시가발표한 순천시청년통계에는순천지역청

년들의자화상이담겨있다

순천시의청년통계는인구 혼인출산 가구 경제 일자

리 창업 복지 연금 건강 등 9가지 부문의 지표를호남지

방통계청과 공동으로 취합 분석한 것으로 순천지역 청년

들의 삶과 가치관 등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는평가다

전남에서는 최초로 개발한 청년정책 맞춤형 행정 통계

라는 게 호남지방통계청 설명이다 순천시는 돌아오는 순

천을만들기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겠

다는방침이다

순천 청년인구는 매년 줄어지난해 기준 청년 인구

는 7만5716명 순천 전체 인구(27만8548명)의 272%였다

청년 비율은 ▲2012년 7만6395명(279%) ▲2015년 7만

6123명(273%) 등으로 5년 연속 감세다 청년 인구 비율은

광양시(287%)가가장높았고목포(275%)가뒤를이었다

순천은 20대 50대 60대 이상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 이하 30대는 2012년 이후 감소세가 멈추

지않고있는실정이다 도시가늙어가고있다는얘기다 순

천시의 노령인구 비율은 136%로 전남 시군 중 광양(10

9%)에다음으로낮았다

지역별로는 해룡면(1만4250명)이 청년인구가 가장 많았

고덕연동(1만4096명) 왕조1동(1만1780명) 순이었다청년

세대주는 (2만102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78%였고 1인

세대주는 111%로집계됐다

초혼 연령 남성 324세 여성 298세순천지역 여성

의 초혼 연령은 298세로 2000년 대비 407세 늦춰졌고 남

성도 324세로 2000년에비해초혼연령이 339세늘어났다

순천시 전체 출산율(2015년)은 해당연령 여성인구 1000

명당 309명 청년(2039세)의 출산율은 603명으로 전년

도에견줘다소증가했다

연령대별 출산율은 2008년까지는 2529세가 가장 높

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3034세에서가장높았고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높아지는 추세다 평균 출산연령은 31

74세로 2000년(2885세) 2010년(3085세) 2014년(3154

세) 등으로매년높아지고있다

2015년 기준 순천시 신혼부부는 7005쌍으로 5년차 신

혼부부가 206%(1442쌍)로가장많았다 2년차신혼부부는

1372쌍(196%) 3년차 1399쌍(200%) 4년차 1412쌍(20

2%) 등으로 신혼 부부가 적어지는 추세를 들여다볼 수 있

다

신혼부부(7005쌍) 중 외벌이부부가절반이넘는520%

(3642쌍)였고 맞벌이 부부는 395%(2765쌍)였다 순천신

혼부부는 아파트를보금자리로한경우가 772%(5507쌍)

로가장많았고무주택신혼부부는 504%(3534쌍)였다

처음 집 사는데 792개월순천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92개월로 전남

지역평균(595개월)보다더걸렸고첫주택구입까지평균

315회이사를가는것으로조사됐다

2015년 기준 순천시 청년가구(2만1089가구)는 순천시(9

만9899가구)의 211%로 1인 가구는 361%(7607가구)였

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순천시 청년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400만원 미만이 298%로 가장 많았다 200만

300만원 미만 253% 100만200만원 미만 172% 순이

었다 청년가구 중 1924세는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경우가 930%에달했고 3539세의 341%도 3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시 청년 중

673%가 빚이 있으며 규모는 5000만원 이상이 302%로

가장많았다

반면 지난해 순천시 청년 중 건축물을 소유한 청년은

639명(08%) 6건 이상 소유자도 122%(78명)로 나타난눈

길을끈다

직업선택시급여수준이최우선지난해상반기순천

의청년고용률은 563%로순천시전체(578%)보다낮았고

청년 실업률(45%)은 순천시 전체(22%)보다 높았다 순천

지역 청년 고용률은지난 2015년 하반기(578%)보다 더 떨

어졌다청년취업난의심각성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

순천청년들은또직업을선택할때 수입을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335%가 응답 가장 많았고 안정성 296%

적성흥미 178% 발전장래성 101% 순이었다

순천에서직원을채용하려는사업체의경우 150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제시한 구인업체는 656%인 반면 청년

들이 입사 때 월급 15020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경우는

350%에 불과했다 기업체 수준과 청년 희망 사이 괴리가

크다는얘기다

창업을꿈꾸는순천청년들의희망업종은 개인서비스

347% 음식점업 236% 정보통신기술 123%

스포츠오락 관련서비스업 75% 순이었다 청년 사업

등록자가많은지역은덕연동(1351명) 왕조1동(1040명) 등

이었다

10명 중 7명 직장 스트레스순천청년 10명 중 4명

(370%)은 1주일에두세번정도운동을하고순천청년중

10명중 6명(580%)은일상생활에서스트레스를느끼고있

으며특히 직장생활 에서는 749%가스트레스를받고있

다고 답했다 또 최근 5년간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청

년의경우 신경계질환 증상이가장많았다 최근 5년간환

경성질환으로병원을찾은청년들은 알레르기비염 이 원

인인경우가많았고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및폐렴과 우

울증진료를위해병원에온청년도증가세다

순천김은종기자ejkim@kwangjucokr

청년인구 5년연속감소10명중 6명이빚안고생활

고용률 563%전년보다떨어져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 93%

10명 중 3명 빚 5000만원 넘어

58%가일상에서스트레스느껴

평균출산연령 3174세로 높아져

전남첫청년정책맞춤형통계

돌아오는순천 기초자료활용

해룡와온마을은벌써가을?

전어잡이 체험하러 오세요

1939세 순천시청년통계 보니

주요암청년진료인원

1 갑상선암

2유방암46명

316명

미혼518%

배우자있음
475%

혼인상태2016년순천시청년인구

순천시인구대비272%

전년대비
05%

75716명

1 자가

529%
2전세206%

3 보증부월세187%

주거형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58%

직장생활

학교생활

749%

549%

청년 순천시

평균출산연령 3174세

603명 309명

2015년모의연령출산율

부채있음
부채사유

주택마련자금

 616%

673%

가구부채 2016년상반기청년경제활동

고용률

563% 45%

실업률

전년동기대비
고용률07%p실업률08%p

여름철 충분한 먹이를 먹고 성장 가을에 가장

맛이있다는데서유래한말이 가을전어다

순천 해룡면 와온마을 앞바다는 벌써 가을인가

보다 전어잡으러나가자며관광객들을불러들이

고있어서다

전어잡이배에올라타고바다로나서면붉은낙

조에취하고짜릿한손맛에또한번 전어풍미에

마지막으로취한다는말까지나온다

와온마을 전어잡이는 10월 중순까지 매주 금

토일요일에 체험할 수 있다 와온마을에서 배를

타고 20여분 나가 진행된다 즉석에서 전어회 구

이등을맛볼수있다

신윤철 마을 어촌계장은 전어를 잡으며 해넘

이광경에반해다시찾는관광객들도적지않다

며 생기넘치는마을을만들기위해서꾸준히전

어잡이체험행사를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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