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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올해 3분기 광주와 전남북 호남권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

책마련이절실한것으로나타났다

16일호남지방통계청이발표한 2017년

3분기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호남권 인구는

521만7000명으로 4334명이 순유출됐다

지역별순유출인구는광주가 458명 전남

1875명 전북 200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올 들어 인구 유

출은 1분기 2248명 2분기 1955명 등 9월

말까지 466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대

의비율이 51%(2354명)에달했다

광주 인구는 2011년 1279명 순유입을

마지막으로 ▲2012년 1825명 ▲2013년

2592명▲2014년 2977명▲2015년 9272명

▲2016년 7898명이유출돼 5년연속인구

유출이발생하고있다

전남도 3분기에 1875명이 유출돼 인구

는189만5000명으로나타났다이기간 50

대 432명과 60대 290명 40대 242명이 순

유입됐지만 20대 1652명과 10대 500명

10세 미만 256명 등이순유출돼전체인구

는감소했다

전남의 경우 2010년 1만61명을 시작으

로 ▲2011년 5222명 ▲2012년 5054명 ▲

2013년 2306명 ▲2014년 596명이 타지역

으로 순유출됐다 2015년 나주 혁신도시

등의조성으로 3936명이순유입돼인구증

가를기대했지만지난해다시 3205명이떠

났고올해도9월말까지5420명이줄었다

전북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해 이 기간

인구는 185만5000명으로 2001명 순유출

됐다 60대(229명)와 50대(209명)는 순유

입됐지만 20대(1616명)와 30대(424명)

10대(272명) 10세 미만(72명) 70세 이상

(55명) 순으로순유출을기록했다

반면제주인구는 65만3000명으로올해

들어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4353명에

달했다 분기별순유입인구는 1분기 2985

명 2분기 3209명이다

호남권 취업자 수는 258만9000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만3100명감소했다 광

주는 1만4100명이증가한반면전남과전

북은 각각 2만2600명 3만4600명 감소했

다 제주권 취업자 수는 3만7800명으로 2

만1600명이증가했다

이처럼분기마다호남권인구유출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지역 청

년들이일자리를구하고자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등이주된원인으로분석된다

이는통계청등이최근집계한올해 2분

기(46월) 청년고용률 수치에서도 확인

된다 광주지역 청년고용률(1529세)은

350% 전남 347%로 전국 최하위권이었

다 광주전남을제외한비수도권(396%)

이나 수도권(453%)과 비교해도 평균 5

7%포인트낮은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바로잡고 청년창업을

획기적으로지원하는등대책마련이필요

하다고주장한다

지역경제계한관계자는 기업등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투자유치에주력하고창업성공률을높이

기위한아이디어발굴과판로개척등창

업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일자리 찾아떠나는 청춘들

호남권인구올 1만2천여명감소제주만 1만명 늘어

광주올 4661명 중 20대 51%청년구직이주원인

일자리미스매치해소청년창업지원등대책시급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와 탑인프

라(사장 양홍석)는 지난 15일 한전 본사

에서 태양광연계용 대용량 ESS 렌탈 계

약을체결했다

10MW 영암 태양광발전소(탑인프라

소유 전남 강진군 소재)에 한전은 5

MW(PCS)26MWh(배터리) 규모의 태

양광연계용 ESS설비를 구축 연계하여

탑인프라에게 10년간 임대해주고 탑인

프라는기간만료후소유권을이전받게

된다

이번 태양광연계용 ESS 렌탈 계약 체

결을 계기로 중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에

게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ESS사업 참여

의기회를주는상생협업모델로추진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한전은 태양광발전소의 불안정

한 출력을 태양광연계용 ESS를 통해 해

소할수있으며설비임대에따른수익이

예상된다

김동섭 한전 신성장기술본부장은 주

파수조정용 ESS 구축경험으로 이번 태

양광연계용 ESS 렌탈 시범 사업을 성공

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에너지신

산업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써 자리매김

할수있을것이다고말했다

한전은 향후 렌탈 사업을 희망하는 신

재생 사업자(태양광 3MW이상 풍력 10

MW이상)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고

사업자를선정해나갈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신재생사업자에 ESS 임대 상생 협업모델

지난 10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기 시작한 광주를 포함한

지방 5개 광역시에서 연내 7200여 가구

가분양된다

1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

포에따르면 11월중순이후부터 12월까

지지방 5개광역시에서분양예정인물

량(아파트 기준 연내 시기미정인 사업

장제외)은총 7191가구로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약 2200여가구줄어

든수준이다

82 대책에서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

된 부산 기장군을 포함한 7개구(군) 가

운데 기장군은 최근에 청약률이 낮아져

6개월 전매 제한이 적용됐고 나머지 6

곳은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전매를금

지했다

이밖에광주를포함한 다른 광역시들

은예고된대로 6개월전매제한이확정

됐다

이들지역에서 11월중순이후입주자

를 모집(17일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사

업장은분양권전매가금지되거나제한

되기때문에분양시장에영향을미칠지

관심이쏠리고있다

업계에서는 전매 금지가 아니라 6개

월 등 일정 기간후에 전매가 가능한곳

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분

양시장위축은없을것이라는관측도나

온다

부동산인포권일리서치팀장은 부산

에서 전매금지가 본격 시행되는 6개구

는청약자수감소가불가피하겠지만청

약미달이급격히증가하거나이로인해

미분양이급증하는등심각한위축을보

일가능성은낮아보인다며 여전히비

교적 짧은 6개월 전매제한인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말했다

연내 광주시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

로는 중흥건설이 북구 임동 임동2구역

에 재개발해 짓는 중흥 S클래스 전용

3984 총 654가구다 이중 440가구

가일반분양분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분양권전매제한광주 654가구 분양

중흥건설임동2구역재개발5개 광역시연내총 7200가구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

출금리가 껑충뛰어올랐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등주요은행은이날코픽

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주

택담보대출금리를일제히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금리(6개월변동 금

리)를 전날 292392%에서 3024

02%로 01%포인트올렸다 최고금리는

올 6월이후약 5개월만에가장높은수

준을보였다

잔액기준코픽스를기준으로삼는주

택담보대출 금리는 301401%에서

302402%로 001%포인트 인상하면

서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와 잔액 기준

금리가동률을이뤘다

농협은행도신규기준코픽스연동대

출 금리가 273432%에서 2834

42%로 잔액 기준의 경우 282441%

에서 283442%로인상되면서동일해

지는모습을 보였다

농협은행의신규기준코픽스연동대

출 금리의 최고금리는 2016년 1월 자료

집계이래최고수준을기록했다

신한은행의경우신규기준코픽스연

동 상품의 금리는 287418%에서 2

97428%로뛰었다금리범위의상단

은지난 2월이후가장높아졌다

잔액기준코픽스연동상품의금리는

286417%에서 287418%로 오르

면서역전현상이발생했다

그간 시장금리 변화를 천천히 반영하

는 잔액 기준 대출 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다 하

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뛰어오르면서 이

같은 경향이뒤집히고있다

이 같은 금리상승은전날은행연합회

가 공시한 10월 코픽스 상승에 따른 것

이다 코픽스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에서기준이되는지표다

10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전월보

다 01%포인트 높은 162%로 상승했다

이는지난해 2월이후약 1년 8개월만에

최고치며 금리상승폭역시 11개월만에

가장 컸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001%포

인트오른162%를기록했다 연합뉴스

변동형주택대출금리일제히인상

신규코픽스 01%p 올라 162%1년8개월만에최고

강진소재 탑인프라와 계약

투자비줄여주고사업참여기회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개최된 러시

아 국제조명전시회에서 330만 달러(37억

100만원) 규모의수출계약성과를달성했

다고 16일밝혔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주시의 해외마

케팅지원사업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

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017 러

시아 국제조명전시회에 국내 LED 조명

기업 9개사를이끌고참여했다

공동홍보관운영을통해국산LED조명

의우수성을알리고현지바이어와수출상

담을적극지원하는등활발한마케팅활동

을펼친끝에이같은성과를일궈냈다

이번 전시회에서 광산업진흥회의 지원

을 받은 위지아이 등 국내 9개 기업은 러

시아 현지 기업과 주문자 상표부착생산

(OEM) LED 조명 소재부품 구매 상담

활동을 통해 수출 상담액 1100만 달러

(123억3600만원) 실적을달성했다

또 웨이브시스컴 등 3개사는 현지 기업

인 추릴로바사 아그로인베스트사 모스

코브스키사와 33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

약을체결하는데성공했다

특히 광주소재 기업 웨이브시스컴과 케

이원제이는 식물재배에열악한 환경을가

진러시아에서유용하게활용될 식물공장

LED조명을선보여큰호응을받았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은 현재 국내 광산업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중국의저가공세에밀려경쟁력이

약한 편이지만 광산업진흥회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과 틈새시장 발굴 등 차별

화 전략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있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러 국제조명전시회서 37억 수출계약

9개社참가광주소재웨이브시스컴케이원제이호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