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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노란우산공제 고

객만족도를제고하기위해하계휴양소를

운영한다고 13일밝혔다

대명 한화 알펜시아 롯데리조트를포

함한전국주요리조트 호텔 전통한옥등

을회원가수준으로지원한다

지난해 788박에서 1210박으로지원규모

를대폭확대 전국 우수시설과고택(전통

한옥)을 추가해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시

설로구성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

인은이달 14일부터제주지역을시작으로

6월까지휴양소이용을신청할수있다

하계휴양소이용을희망하는고객은노

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노란우산서비스부(0221243315)로

문의하면된다 박기웅기자 pboxer@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

형)은 13일 지역 내청년고용위기심각성

을 인식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광주전남중소기업 지원정책협의회를

새롭게결성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광주전남청은지역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오던

지원기관협의회를 광주전남중소기업지

원정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청년일자

리창업을주된이슈로다룰계획이다

이날 협의회 결성 직후 지역 22개 지원

기관기관장들은한자리에모여청년일자

리문제의주요원인을분석 정책을공유

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진

행했다

김진형 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

해정책수단이총동원되어야한다며 지

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

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

했다 박기웅기자pboxer@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0일

부터 11일까지수도권우수고객을대상으

로 남도봄꽃여행을진행했다고밝혔다

현재수도권에총31개의점포를운영하

며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는 광주은

행은창립50주년을맞아수도권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번 여행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남도관광명소인여수로초청해오동

도와 경도 하화도 등을 둘러보며 1박2일

여행일정을가졌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중

심경영을통해모든고객께더좋은금융

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소상공인전국여름휴양소지원

중기중앙회노란우산공제가입자대상 6월까지접수

광주 청년일자리해결정책협결성

중소벤처부광주전남청

지난해 전남지역 주택 자가보유율이 2

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광주의 경우 약 5년치 소득을 한 푼

도쓰지않고모아야내집장만을할수있

는것으로조사됐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

해실시한 2017년주거실태조사(6만가구

표본) 결과에따르면자기집이있는가구

비중을뜻하는 자가보유율은 전남이 75

9%로전국 16개시도중가장높았다

전남의 자가보유율은 지난 2012년(70

9%) 이후 ▲2014년 724% ▲2016년 75

7% ▲2017년 759% 등으로 매년 오름세

를유지하고있다

광주의 자가보유율은 643%로 전국 평

균(611%)보다 높았고 수도권광역시 중

에는 울산(673%) 다음으로 높았다 상대

적으로낮은집값에자기집을보유하려는

지역민들이 많은데다 완만한 부동산 시

장상승세로인한기대감도반영된것으로

보인다

전국 자가보유율의 경우 599%(2106년)

에서지난해 611%로뛰었는데 60%를넘

어선것은2010년(603%) 이후7년만이다

연평균소득을기준으로집장만에걸리

는 기간을 나타내는 주택 구입 가격 배수

(PIRPrice Income Ratio)도 관심을 모

은다 전국은 56배 서울 88배 광주 46

배 전남 33배로조사됐다 광주의경우 4

6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야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금융권

대출없이는집장만하기가수월하지않다

는해석도가능하다

다만 광주의 PIR은수도권과광역시에

서 가장 낮았고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낮

아상대적으로낮은집값이수치에반영된

것으로분석됐다

최근 10년간 광주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비율(PIR)은 ▲2006년 31배 ▲2008

년 28배 ▲2010년 26배 ▲2014년 36배

▲2016년 42배▲2017년 46배등으로집

계됐다 광주의 경우 2016년부터 집값 상

승으로집장만에걸리는기간이 4년이상

으로 늘어났다 전남도 소득을 하나도 쓰

지않고모두모아집을사는데▲2010년

23배 ▲2014년 36배 ▲2016년 34배 등

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임차가구의월소득에서차지하는월임

대료 비율(RIRRent Income Ratio)은

광주는 149% 전남은 123%로집계됐다

월소득의 149%(광주) 123%(전남)를 임

차료로내고있다는의미다

광주전남 모두 지난 2016년(광주 12

8% 전남 102%)보다올랐다는점에서경

기침체에서민들의주거비부담이늘어나

면서 삶이 팍팍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RIR은 170%로 전년(181%)에

비해줄었다

한편 국토부에따르면전국적으로생애

최초주택마련 소요연수는지난해 68년

으로 2014년 69년 작년 67년과 별 차이

가없었고지난해한집에평균거주한기

간은 8년으로 전년(77년)에 비해 소폭 늘

어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구분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2016년도
주거실태
조사

2017년도
주거실태
조사

전국 622 599 611

수

도

권

502 457 483

636 603 628

587 569 571

광

역

시

649 638 643

626 637 617

645 646 643

597 575 580

673 649 673

도

지

역

669 620 667

692 681 689

697 673 684

717 707 709

768 757 759

731 714 725

705 686 700

628 587 624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개시도별자가보유율 단위%

국토교통부제공

광주서집사려면연봉 5년안쓰고모아야

자가보유율 643%전남 759% 2년 연속전국최고

월임대료비율광주 149%전남 123%주거비부담늘어

국토부 2017 주거실태조사

광주은행수도권우수고객초청 남도 봄꽃여행

기아차광주공장은가정의달을맞아

지난 12일 광주공장 인근 기아 스포츠

문화센터에서 임직원 부모 1000여명을

초청 효한마당큰잔치행사를 개최했

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퓨

전 공연팀 얼쑤의 난타 각설이 타령

등 축하 공연 식사 제공 기념품 전달

등의순으로진행됐다

정찬민 공장장 강상호 기아차 노동

조합 지부장 나태율 노조 광주지회장

등은노사대표로감사인사를올렸다

기아차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기아차광주공장가족초청 효 한마당

구조조정을진행중인자동차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감소 폭이 커

지고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따르면지난달자

동차업종의취업자는 3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81%감소했다

자동차 업종 취업자의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은 올해 1월 22% 2월 3

3% 3월 52%로 점점커지는추세다

노동부는자동차제조업의경우구조

조정 미국현지판매부진등의영향으

로 올해 들어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

고있다고분석했다

고용행정통계상고용보험가입자(피

보험자)는 상용직이나 계약직 노동자

로 노동시간이주 15시간미만인사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등은제외된다

구조조정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종의지난달취업자는 13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70%줄었

다 다만 기타 운송장비업종의취업자

감소율은 418%(1월)→378%(2월)→

347%(3월) 등으로 감소폭은완화되는

모양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와 숙박음식

업종의 지난달 취업자가 각각 31% 7

5%늘었다 이들업종의취업자증가율

은올해들어조금씩커지고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판매부진에취업자 뚝

4월 39만2000명 취업 전년비 8%감소율매월확대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오는 18일부

터프리미엄고속버스를타고인천공항

을오갈수있게됐다

금호고속은 오는 18일부터 광주인

천국제공항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

를 광신고속과 공동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위의퍼스트클래스라불

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투입 지역

민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키로했

다

금호고속은 18일부터 31일까지 시범

투입한 뒤 6월 1일부터 왕복 6회 고정

운행할 예정이다 소요시간은 약 3시간

50분으로 요금은 4만1800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로또복권 (제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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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2640760875

2 54050662

3 1665345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7

57

1850

91180

15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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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광주인천공항프리미엄버스운행

18일부터1인 4만1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