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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10조원쏟아부었는데

정부는최근 5년간예산 10조원을쏟아부었지만 청년실

업률은회복은커녕역대최악을기록했다

5일정부와연구기관등에따르면지난10년간정부는청

년실업대책을 21차례내놨고 최근 5년간청년일자리에 10

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20132014년 각각 1조

7000억원 20152016년 각각 2조1000억원 지난해 2조

7000억원등이다 같은기간전체일자리예산에들어간 60

조원의 6분의 1가량을청년일자리에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현재기준으로측정한이래최악을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자료에서도 한국의 청

년실업심각성은확인된다

한국의 OECD 기준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106%를 기록했다 9월 104% 10월 105%에 이어 3

개월연속상승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청년층 실업률이 발표된 OECD 회원

23개국 가운데 3개월 연속 상승한 국가는 한국과 호주(9

4%→95%→103%) 이스라엘(71%→75%→76%) 3개국

뿐이었다

유럽발재정위기로세계경제가흔들렸던 2012년 3분기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0%였는데 그 이후 12%포인트 높

아졌다

에코붐세대진출하는앞으로4년이더문제

올 봄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이 예상된다 졸업과 구직 시

즌이겹쳐취업희망자가쏟아질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문제는앞으로가더걱정이다 짧게는 34년 길게는 10

년간 청년실업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

비붐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인에코붐세대(1991

1996년생)가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

인 2529세 인구는지난해부터 5년간급증하다가 2021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529세 인구는 지난해

337만명에서올해 348만명으로늘고 2020년에는 362만명

2021년에는 367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그러다가

2022년 363만명 2023년 356만명으로꺾일것으로보인다

때문에전문가들은기존의청년일자리대책으로는고용

대란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

요하다고지적한다

단기적으로청년층고용을유발할수있는 일자리뉴딜

정책까지도검토할필요가있고 중장기적으로는노동시

간단축과노동시장미스매치(부문별구직구인불일치)를

해결할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는지적이다

광주전남청년실업대책은

광주시는올해청년일자리 30개 사업에 469억원을투입

해 2921개의청년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목표다

광주청년창업펀드운영청년창업가발굴육성등청년

창업지원에 204억원을투입해일자리 310개를만들고 광

주청년드림사업마을 청년활동가 사업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2561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

영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등을 통한 청년고용서비스도

지원한다

전남도는청년실업대책으로취업과창업지원을내놨다

전남형일자리로사회적청년활동가육성지원이눈에

띈다 전남청년 마을로(마을청년활동가)와 전남청년 내

일로(공공형일자리)프로젝트다

마을로 사업은청년활동가가지역(마을)에서경제활동

을할수있도록인건비와사업비를지원하는것으로 청년

활동가가 체험마을사회적경제기업농어업법인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계획이다 내일로 사업은청년에게민간기

업에필요한공공일자리를제공해일경험을축적하고역

량을길러민간일자리진입을촉진하겠다는전략이다 전

남도는 마을로 사업에 30억원 내일로 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한다

또산학협력취업패키지과정을확대운영하고특성화

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취업 후진학 과정 운영 찾아가

는 청년희망버스도운영한다

취업과 함께 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청년글로벌셀

러육성 푸른돌청년상인확대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설

립 대학창업활동지원등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청년실업률 99% 사상최대

4분기 광주 76%전남 99% 달해

정부실업대책예산 10조 투입에도

10월 이후실업률 3개월 연속상승

제1부 저출산의덫

<5> 청년실업역대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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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30대의 행

복지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

다 반대로 이들의 불안지

수는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높았다

이는 서울대 행복연구센

터와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오픈한 마음날씨 웹사이

트(togetherkakaocom

hello) 조사결과다

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이사이트의조사에참여한

국내 사용자는 53만7281건

이었다 이들이 밝힌 대한

민국마음날씨는평균 54점

이었다

마음날씨는 사회 구성원

의행복정도를실시간으로

측정해해당데이터를정책

등에반영할수있게하자는취지로설립된공익웹사이트다

얼마나 삶에 만족하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어느 정도 불안한

가? 등질문에점수로답변을받고 이를토대로종합행복지표인 안녕지수

(100점만점)를산출한다

연령대별결과를보면 20대와 30대의마음날씨는각각 52점으로다른연령

보다훨씬수치가낮았다

가장 행복한 연령층은 10세 미만 어린이들로 마음날씨가 70점에 달했다

60세이상노인층은 61점으로 2위였고 10대 59점 50대 57점 40대 54점으로

뒤를이었다

반대로 불안함을 묻는 불안지수에서는 20대가 49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

다 30대는 이보다 1점 낮은 48점이었고 40대는 45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불안함을호소했다 성별로는여성이남성보다불안해했다 여

성의마음날씨는평균 54점으로남성 57점보다흐렸다

불안함(4346점) 짜증(4446점) 우울(4145점) 등 부정 지표에서 여성이

높게나타났다반면삶의만족도(6359점)삶의의미(6055점)즐거움(59

55점) 행복(6359점) 등긍정지표에서는남성이두루앞섰다

지역별로는제주와세종이총점 57점으로마음날씨가가장맑았다광주와

전남은 55점으로중간정도를나타냈다 세부지표붕삶의만족도는제주와

세종이 63점으로가장높았다 광주와전남은 61점이었고 인천과부산은 59

점으로가장낮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30 마음 날씨 흐림
안녕지수 52점으로다른연령대보다낮아

내 몸 하나 건사도 힘든데

꿈도 못 꿔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실업이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결혼출산이 웬말이냐는 현실적

이유다 실제지난해우리나라청년실업은사상최악이었

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현재 기

준으로측정한이래가장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지난해 4분기광주청년실업률은 76% 전남은

99%였다 전년 동기대비 광주는 08%포인트 전남은 1

4%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광주전체 실업률

이 24% 전남 23%인 것과대비하면청년실업률은각각

32배와 43배가높았다

올봄청년취업최악의 보릿고개

일자리뉴딜 정책 등절실

전남청년마을로내일로 눈길

광주일보연중기획 I♥DREAM프로젝트 아이

가 꿈이다에서는 출생한 아이와 산모의 축하 사

연을받고있습니다 아이와함께찍은사진과아

이에게들려주는덕담 태명에얽힌사연등을보

내주시면 출생축하방 코너를통해소개해드립

니다독자여러분의많은참여바랍니다

보내실 곳idrea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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