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농협 농 축협 종합업적우수 최다배출

최우수광양농협등21곳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가 농축협

종합업적 우수사무소를 21곳 배출하면서 전국 최

고성적을거뒀다.

전남본부는 2020년농협중앙회가 전국 1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업적평가에서 전

남 11개농축협이그룹별전국 1위를달성했다고

24일밝혔다.

최우수농축협에는광양광양농협(조합장허순

구), 영암삼호농협(〃황성오), 영암영암농협(〃

박도상), 영암 신북농협(〃이기우), 화순 능주농

협(〃노종진), 신안압해농협(〃천성태), 해남현

산농협(〃이옥균), 영암 군서농협(〃박현규), 해

남 계곡농협(〃임정기), 광주축산농협(〃김호

상),광양원예농협(〃장진호)등11곳이뽑혔다.

이들 11개 사무소에는 상금 300만원과 2000만

원상당업무용차량 1대,직원특별승진등의혜택

이주어진다. 시상식은다음달농협중앙본부에서

열린다.

10개우수사무소에는영암서영암농협(조합장

김원식), 완도 노화농협(〃김중량), 영암 금정농

협(〃최병순), 화순 이양청풍농협(〃안상섭), 화

순축산농협(〃정삼차),전남낙농농협(〃정해정),

담양수북농협(〃양남근), 해남북평농협(〃여영

식), 영암축산농협(〃이맹종), 고흥 거금도농협

(〃추부행)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는 상금과

상패가수여된다.

이번평가에서는입지유형및사업량등을고려

해전국농축협을 20개그룹으로구분한뒤경제

신용교육지원 부문 등 총 49개 평가항목에 대한

연간사업실적을종합평가했다.

박서홍본부장은 올해도경영내실화를통한자

립기반을구축하고농업인을위한환원사업에더욱

힘을쏟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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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평균연봉7020만원…남녀차 1700만원
지난해13개기관직원보수격차 전력거래소8751만원최다

男 7441만원 女 5751만원

남근속연수 여성의 1.5배

임원 23%삭감에도 억대

지난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13개 공공

기관의평균연봉은7020만원으로,여성임금은남

성의 77%수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상임임원

보수액은 1인당 3700만원(-23%) 가량 깎였지만

여전히억대연봉이었다.

24일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나주혁신도시 13개기관의 1인당평균보

수액은7020만3000원으로,전년7113만2000원보

다 1.3%(-92만8000원)감소했다.

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전력거래소

(8751만원)이었고, 한국전력(7794만원), 한전

KPS(7748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7652만

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7018만원),한국인

터넷진흥원(6994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832만원), 한전KDN(6776만원), 사립학교교

직원연금공단(6758만원), 한국농어촌공사

(673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6154만원), 한

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6133만원), 한국콘텐츠진

흥원(5924만원)순으로나타났다.

보수액이가장많이오른곳은 466만원오른한

전KPS였고, 인터넷진흥원(190만), 농어촌공사

(186만), 문화예술위(168만), 전력거래소

(142만), 사학연금(74만) 등총 6곳임금이상승

했다.

성별에따른임금평균을살펴보니남성직원은

지난해 7441만원을받은반면,여성은 77.3%수준

인 5751만원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여성직원이남성보다 1690만원을덜받는것이다.

13곳모두에서여성평균임금은남성보다낮았

다. 임금격차가가장큰곳은전력거래소로,남성

평균 임금(9323만원)에 비해 여성은 32.4%

(3019만원)을덜받고있었다. 임금차이가 2000

만원이상나는기관은콘텐츠진흥원(2066만), 한

전KDN(2024만)등 3곳이었다.

지난해 13개 기관 평균 근속 연수는 160.0개월

로,전년(155.5개월)보다 4.5개월증가했다.남성

근속연수는 173.4개월인반면여성은 116.4개월

로, 57개월짧았다. 발전설비정비회사특성상한

전KPS는여성연수(90개월)가남성(209개월)보

다 119개월이나짧았다.

근속 연수가 5년 이상 짧은 곳은 한전KDN(-

101개월),농수산식품유통공사(-94.8개월),농어

촌공사(-70개월), 사학연금(-68.8개월), 전력거

래소(-67개월)등이었다.

지난해 13개기관은일반정규직 2496명을뽑았

는데,신입사원평균초임은3678만원으로,전년보

다 1.9%(67만5000원)인상됐다.

초임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콘텐츠진흥원

(118만원)이었고,전력거래소(112만),한전KPS

(109만), 한전(107만), 인터넷진흥원(100만)등

순이었다.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3467만)과문

화예술위(3631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3014만)은전년과초임이같았다. 4000만원대

초임을 받는 곳은 농촌경제연구원(4490만)과 한

전(4452만) 2곳이었다.

상임임원 평균 연봉은 1억2459만원으로, 전년

(1억6123만원)보다 22.7%(-3664만원) 감소했

다. 13개기관모두평균연봉이줄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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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인31.9%를기록했다. 2006년 보르도TV 출시를계기로처음세계시장점유율1위(14.6%)로올라선뒤

2009년LEDTV와2011년스마트TV출시등을통해시장지배력을높여오고있다.삼성전자모델이24일15년연속1위달성성과를소개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

코로나시대창업 전자상거래 늘고 숙박 줄고

지난해 150만개창업

코로나19 사태에도지난해창업기업이 150만여

개에육박하는등사상최대를기록했다.

24일중소벤처기업부에따르면지난해창업기업

은총 148만4667개로전년대비 15.5%증가한것

으로나타났다.

지난해연 2000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과세시

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대폭

증가한부동산업을제외할경우증가율은4.1%수

준이다.

전자상거래업등이포함된도소매업창업기업은

39만55개로 17.0%, 기술창업기업은 22만8949개

로 3.8%증가한반면,숙박음식점업은 16만6548

개로 10%, 개인서비스업은 5만3962개로4.7%감

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

라정보통신업(21.2%)과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7.2%) 창업이 늘었지만 대면 업종인 교육서비

스업(-8.9%)과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3.5%)

은줄었다.

조직 형태별로 보면 개인 창업기업이 136만

1362개로전체의91.6%를차지,법인창업기업은

12만3305개로8.4%였다.개인창업기업은전년보

다15.8%, 법인창업기업은 12.6%증가했다.

창업기업을 창업자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8.1%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50대

(15.1%),39세 이하 청년층(11.4%), 40대

(10.0%) 순이었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39세 이하 청년층 증가율

이 9.1%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8.6%였다.

50대(-1.1%)와40대(-0.5%)는오히려감소했으

며,대표자성별로는남성과여성창업기업이각각

53.3%, 46.7%였다. /박기웅기자pboxer@

광주은행 방구석탈출도장찍기 비대면상품이벤트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994.98 (-75.11)

코스닥 906.31 (-30.29)

금리(국고채3년) 1.006 (-0.014)

환율(USD) 1112.20 (+1.60)

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이비대면금융상품가

입을늘리면상품을주는행사를오는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밝혔다.

방구석탈출도장찍기 행사대상상품은정기적

금, 외화적금, 카드, 펀드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탁,개인신용대출,전자금융오픈뱅킹등

총 7종이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등비대

면방식외에도영업점을방문해가입해도행사에

응모할수있다.

총 7종의 금융상품 중 가입상품의 종류에 따라

도장 1개씩을받게된다. 4종이상의상품에가입

해도장을4개이상받으면 탈출 1호 ,도장3개이

상은 탈출 2호 ,도장 2개이상은 탈출 3호 , 도장

1개이상은 탈출 4호로구분해경품추첨의대상

자가된다.

당첨자는오는 6월20일광주은행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탈출 1호 1명에게는 LG트롬 워시타

워, 탈출 2호 2명에게는 LG디오스 식기세척기,

탈출 3호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권 3만

원, 탈출 4호 500명에게는도서상품권모바일권

5000원권을전달할예정이다.

또금융상품에가입해첫도장을받은고객선착

순 5000명에게 GS편의점비요뜨 쿠폰이발송된

다. 모든참가자에게는환전 90%우대권을제공한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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