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기운바람개비에담아나눠드려요

광주신세계 새기운프로젝트

㈜광주신세계가봄의싱그러움을담은바람개비

와응원스티커를고객에게나눠주는행사를마련

했다.

광주신세계는지난 26일부터선착순 600명(세

트)고객에게바람개비와응원스티커를증정하고

있다고2일밝혔다.

좋은일이생길거예요라는주제로마련한이

번행사에서는구매금액에상관없이이들증정품

을받을수있다.

1층 광장에는 바람개비 꽃으로 장식한 공간도

만날수있다.

광주신세계는오는5일부터5만원이상구매고

객에게 신세계바이어추천에너지키트를나눠

준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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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15일까지모집

농촌재능나눔실천할봉사자단체찾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재능나눔봉사단체 30

곳을오는15일까지모집한다고2일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농촌재능나눔사업은

지난해까지7340개마을의주민42만2079명이혜

택을받았다.

매년활동지원사업,의료전문기관원,대학생동

아리지원및대학생캠프, 대한민국농촌재능나눔

대상등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나

누는직능사회단체,기관,기업체및비영리단체에

게 소요되는 경비 일부(최대 2000만원)를 지원한

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마을에서

비대면또는비접촉활동이가능한단체를우선선

정한다.

지원분야는지역공동체및경제활성화,주민건

강및복지증진, 생활환경및마을환경개선, 주민

교육 및 문화증진 등 4개 분야에서 50여 개 세부

활동중선택할수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오는 15일

까지 스마일재능뱅크(smilebank.kr)에서 신청

하면된다.

공모결과발표는3월30일스마일재능뱅크사이

트에게시하고개별통보할예정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전남논 밭 45년간광주면적의1.5배사라져

7만5345㏊감소한28만6396㏊

지난해광주밭면적전국최다감소

전남경지면적이 45년전에비해 5분의 1이감

소한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이최근발표한 2020년경지면적조사

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논과 밭 등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남 경지면적은 28만6396㏊(헥타르,

1㏊=0.01㎢)로, 1년전보다0.6%(-1852㏊)감

소했다.

전남경지면적은전국(156만4797㏊)의18.3%

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해

전남 경지면적은 논 16만8387㏊밭 11만8009㏊

로구성됐다.

전남논면적은전년보다 0.4%(-703㏊) 줄고,

밭은1.0%(-1149㏊)감소했다.

논면적이가장큰시도는전남인반면,밭면적

은경북(13만9387㏊ 18.8%)이가장넓었다.

전남경지면적은지난2013년이후 8년연속줄

어들며,매년최저기록을갱신하고있다.

관련통계를낸지난 1975년 36만1741㏊에비

해서는20.8%(-7만5345㏊)감소했다.광주전체

면적(5만118㏊)의1.5배수준이사라진셈이다.

지난해 17개시도가운데논밭을포함한경지

면적감소율이가장큰지역은대전(-4.4% -164

㏊)였다.광주밭면적은전년보다 3.9%(-135㏊)

감소하며전국에서가장큰폭으로줄어들었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서는 해남 경지

면적이 3만3623㏊로, 전남의 11.7%를 차지하며

가장넓었다.

경지면적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년보다

1.8%(-130㏊) 줄어든여수시였다.논면적감소

율은 광양(-4.0% -53㏊)이 가장 컸고, 강진(-

7.6% -148㏊)에서밭면적이가장큰폭으로감

소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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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창업기업비율 <단위:%>

창업한뒤15년이상가는기업비율이전남은전

국에서높은수준인반면,광주는하위권을전전했

다. 평균창업비용은광주 8900만원전남 1억700

만원으로집계됐다.

이 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일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확정)결과에담겼다.

지난 2019년 기준 영업기간별 현 사업체 비율

을보면광주 전남모두 5년미만비율이가장높

았다.

광주의경우사업체의절반가까이(47.1%)가5

년을채우지못한상태였다.

5~10년이 21.6%로 뒤를 이었고, 15년 이상

(18.3%), 10~15년(13.0%)순이었다.

전남지역도 5년 미만 영업한 사업체 비율이

36.7%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27.6%), 5~10

년(21.0%), 10~15년(14.6%)이뒤를이었다.

15년 이상 사업체 비율은 전국에서 전남 2위를

차지했고,광주는15위에머물렀다.

전국평균비율은22.2%였고,강원(27.7%), 전

남(27.6%), 경남(26.0%), 경북(24.8%), 부산

(24.5%), 대구(23.5%), 충남(23.1%), 서울전

북(각22.6%),충북(21.5%),대전(21.2%),인천

(19.1%), 경기(19.0%), 제주(18.7%), 광주

(18.3%), 울산(18.2%), 세종(13.%) 순으로 나

타났다.

5년미만사업체비율을비교해보면광주는신생

도시인 세종(61.9%)과 인천(48.6%)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았고, 전남(36.7%)은 전국에서

가장낮았다.

광주전남의사업체 1곳당창업비용은 두자릿

수 떨어졌다.

2019년 기준 사업체당 평균 창업비용은 광주

8900만원 전남 1억700만원으로, 전년보다각각

11.2%(-1100만원), 14.5%(-1800만원) 떨어

졌다.

전국평균창업비용은 1억200만원이었고, 제주

비용이 1억4100만원으로가장많았다. 전남은전

국에서 8번째로 많았고, 광주는 대구(8200만원)

와대전(8600만원)에이어세번째로적었다.

광주전남지역평균창업횟수는 1년새소폭증

가했다.

광주평균횟수는 지난 2018년 1.5회에서 이듬

해 1.6회로 증가했고, 전남은 1.4회에서 1.5회로

늘었다.

전국평균창업횟수는1.5회로전년과같았다.

지난 2019년자신의사업체가 첫번째창업이

라고답한비율은광주56.4%,전남59.4%로과반

수를차지했다. 하지만 2번째창업이라고답한비

중이 광주는 지난 2018년 29.5%에서 이듬해

36.1%로 6.6%포인트증가했다. 전남도 29.0%에

서 32.0%로그비중이늘었다.

전사업체가운데가맹점창업비율은광주6.3%

(8만2200개중5200개), 전남 6.4%(10만8000개

중6900개)로나타났다. 지난 2018년광주 5.9%,

전남 6.3%에비해소폭오른수치다.

사업체신규창업비율은광주는줄고,전남은늘

었다.

사업체가운데신규창업비율은2019년기준광

주 79.3%, 전남 82.7%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비율(80.3%)보다광주는소폭낮았고, 전남은웃

돌았다.

광주 신규창업 사업체 비율은 지난 2018년

86.7%에서이듬해 79.3%로감소했다. 반면전남

은79.6%에서 82.7%로증가했다.

지난2019년기준광주사업체가운데신규창업

에 이어서는 인수창업(19.7%)과 가업승계

(1.0%) 순이었다. 전남은신규창업 82.7%, 인수

창업 13.6%, 가업승계 3.6% 비중으로 나타났다.

전남의가업승계비중은전국평균(2.5%)을웃돌

았다.

한편지난해광주창업기업은3만9333개로전년

(3만5065개)대비 12.2% 증가했고, 전남은 4만

6390개로전년(4만2854개)대비 8.3%증가했다.

광주전남모두전년에비해늘었지만,전국평균

증가율(15.5%)은밑돌았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창업후15년이상기업전남높고광주낮다
중기부소상공인실태조사…전남27.6%전국2위 광주 18.3%하위권

평균창업비용광주8900만원전국15위 전남1억700만원전국 8위

5년미만사업체비율광주 47.1%…세종 인천이어3번째로높아

현대차그룹은SK그룹과수소전기차1500여대공급, 수소및초고속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 한국판수

소위원회(K-HydrogenCouncil)설립추진등수소관련사업분야에서다각적인협력을추진하기로

했다.관계자들이수소생태계구축을위한기념행사를하고있다.왼쪽부터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최태원SK그룹회장,정세균국무총리,정의선현대

차그룹회장,한정애환경부장관. <현대차그룹제공>

현대차그룹 SK와수소사업협력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