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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선호도 1위 공기업은
‘인천공항공사’

올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공기업

으로‘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선택

했다.

2일‘뉴스1’에 따르면 잡코리

아는 이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405명을 대상으로‘공기업 취업

선호도’ 조사(복수응답)를 실시

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21.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15.3%의 응답

률로 2위에 올랐다. 한국철도공

사(12.9%)와 한국공항공사(9.8%), 

한국도로공사(8.8%)가 3~5위권

을 형성했다.

남성의 경우 한전(18.2%)이 인천

공항공사(17.3%)를 제치고 취업선

호 공기업 1위에 올랐다. 3위는 철

도공사(15.3%)가 차지했다.

반면 여성은 인천공항공사가 

24.6%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

에 올랐다. 다음으로 한전(12.6%)

과 한국공항공사(12.2%)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공기

업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

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한은 ‘무제한 돈풀기’
“금융시장 안정 기대”

한국은행이 지난 2일부터 환매조건부채

권(RP) 매입을 통해 첫 '무제한 돈 풀기' 행

보에 나섰다.

한은은 이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

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일

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

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3개월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

기 때도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조치로 미

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펼치는 양적완화

(QE)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서 이를 두고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평가

가 나왔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

다.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매입

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

가 난다. 한은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RP 매입 입찰을 하되 4월 첫 입찰 일정에 

한해 목요일인 이날 실시했다.

최근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안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

의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관

련 추가 증거금 요구(마진콜)에 대응하고

자 기업어음(CP)을 대거 시장에 내놓으면

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분기말 

자금 수요 문제는 해소됐지만 코로나19 확

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

속하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요는 지속

할 것이란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은은 한도 제한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불안 심리가 완화돼 국내 금융시장이 안

정되고, 정부의‘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

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금융시장 불안을 해

소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

안정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등에 총 

48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한편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첫 

외화대출 자금 87억2천만 달러가 이날 시

중에 실제로 풀렸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31일 통화스와프 자금 공급을 위한 첫 외

화대출 입찰을 실시했다. 응찰액은 낙찰액

과 같은 87억2천만 달러로 이날 공급한도

액 120억 달러에 못 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최근 정부나 한은 차

원에서 발표된 각종 정책 재료 가운데 가

장 효과가 큰 것 같다.”며“최근 문제가 된 

증권사 기업어음(CP)이나 여신전문금융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다소 풀리

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

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

준별로 체계화한 것, 49.8%)’였다. 

다음으로‘면접(38.6%)’과‘직무

관련 지식(29.2%)’, 어학점수·자

격증 등 일명‘스펙(22.9%)’을 꼽

았다.

공기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는‘고용 안정성과 정년 보장

(72.2%)’을 선택했다.‘비교적 높

은 연봉수준(36.3%)’과‘안정적

인 사업 전망(33.3%)’이라는 답

변도 있었다.

반면 단점으로는‘경직되고 보

수적인 조직문화(45.9%)’와‘지

방 근무(39.4%)’,‘대기업 대비 낮

은 연봉(22.8%)’,‘민원 응대 업무

(18.3%)’ 등을 꼽았다.

한편 응답자들에게‘코로나19 

사태가 공기업 취업 준비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묻자 72.7%가 

‘그렇다-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답했다. 취업준비에 미

친 영향으로는‘채용계획 자체가 

취소/축소될지 모른다는 불안함

(49.7%)’,‘준비하던 기업의 채용

일정이 연기(47.3%)’,‘취업박람회 

연기 등으로 공기업 취업정보 수

집이 어려움(36.8%)’등의 답변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