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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98293 (+1799)

�
금리286% (+001)

�
코스닥55716 (+576)

�
환율 102210원 (23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장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광주 지

역은취업자 수와광공업생산부문에서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은 모든 분야에서 부진을 이어가며

경기전망을어둡게하고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

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광공업생산지

수는 126%로 전분기 186%에서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호조를 이어갔다

이는전국평균광공업생산지수 07%보

다훨씬높은수치로전국 1위다

광주의 이러한 성장세는 금속가공제

품과 자동차 등이 이끈 것으로 풀이된

다 업종별 증가율을 보면 자동차가 24

3% 기계장비가 232% 금속가공제품

은 557%나증가했다

취업자수역시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

등의 고용호조로 전년동기 비해 49%가

증가전분기46%에비해03%포인트상

승해다소개선된경기상황을보여줬다

하지만대형소매점판매지수는점차떨

어지고 건설수주와 수출 증가세도 둔화

해향후경기에대한우려를낳고있다

대형소매점판매지수는 53%로전분

기 71%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했으며

건설수주도전분기대비 366%를기록

하며전년도 4분기 692%에 비해둔화

됐다

또 수출은 전분기 158%의 증가세에

서 10%로 감소로 전환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도 16% 증가 전분기 13%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에서가장높은상승률이다

전남은 광공업생산의 감소세가 지속

하고수출감소폭이확대되는등어려움

이가중되고있다

전남 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51%

로 전분기 66%에 비해감소세가둔화

됐으며 대형소매점판매와 고용은 3

0% 12%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 상승하며 전

분기 10%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으며

건설수주 물량은 전분기 373% 상승에

서 442%로감소전환됐다

수출은 전분기 90%보다 소폭 하락

한89%로감소세가유지됐다

취업자수역시전분기 07%에서 1

2%로감소세를유지했고 전분기2008명

을기록했던인구순이동도이번분기에는

1023명이유출되며감소세로전환했다

통계청관계자는 장기적인경기침체

속에서광주는점차활기를찾고전남은

침체를겪는경기양극화추세가나타나

고있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전자모델들이 13일서울강남구논현동에위치한삼성디지털프라자강남본점에서 삼성지펠T9000 스파클링 냉장고신제품

앞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

삼성전자가 삼성 지펠 T9000에 스파

클링워터(탄산수) 제조기능을탑재한 삼

성 지펠 T9000 스파클링 냉장고를 13일

출시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신

제품은월판매 1만여대로인기를끌고있

는 국내 최초의 상냉장하냉동 냉장고 지

펠 T9000에 3단계 농도조절이가능한탄

산수디스펜서를탑재한냉장고다

이 냉장고는 2만4000원의 탄산가스 실

린더 1개를 사용 330 탄산수를 최대

182병까지 제조할 수 있어 부담없이 탄산

수를즐길수있다

또 냉장고디스펜서에서탄산수는물론

정수한냉수와얼음까지제공해음료수를

만들때나얼음이필요한요리를할때유

용하게활용할수있다

또 지펠 T9000 스파클링은 자주 쓰는

냉장실은 위에 무거운 음식이 많은 냉동

실은 아래쪽에 위치시킨 와이드 상냉장

서랍식하냉동T자구조로더욱쉽고안전

하게식재료를보관할수있다

이외에도 냉장실 전용 냉동실 전용의

듀얼에코컴프레서로 필요한곳만관리

해 빠른 냉각이 가능하다 출고가는 448

만원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5월 광주지역아파트입주물량이서울

경기를제외한지방에서가장많은것으로

나타났다전남에도대규모아파트단지가

이달잇따라입주한다 올봄들어전셋값

상승세가다소주춤한가운데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

로보인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wwwservecokr)에 따르면 이달 광주

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는 6개 단지 3270가

구로예정됐으며 전남도 2개단지 2230가

구가입주를앞두고있다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A1블럭

에들어선한양수자인리버뷰는이달 19일

부터입주한다

총 1254가구의이아파트단지는전용면

적 6584로구성됐으며중소형아파트

지만 통풍과 채광을 위해 4베이(Bay)로

설계됐다 같은 신용동에 위치한 제일풍

경채리버파크는 전용면적 6784로 구

성됐다 31일부터 입주가 진행되며 613가

구규모다

광주시 남구광주효천2지구 B3블록의

LH 휴먼시아 아파트는 전용면적 7484

 461가구 규모다 이 아파트는 30일입

주가예정됐다

순천시해룡면신대지구에들어선중흥

S클래스 4차(민간임대)는 이달 말 입주하

며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1606

가구의 대단지로 앞서 입주한 13차와

합하면 중흥S클래스 브랜드아파트만

5000가구가 넘는다 2015년 중흥S클래스

메가타운 1842가구마저 입주하면 모두

7376가구의 중흥S클래스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임동률기자exian@

5월 광주 아파트대거입주

6개단지 3270가구 지방 최다

전남은 2개단지 2230가구

삼성 지펠 T9000

스파클링냉장고출시

영무건설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

시(빛가람도시)에 영무예다음 614가

구<조감도>를 16일부터분양한다

영무예다음은 수요가 많은 전용면

적 75 246가구와 84A 208가구

84B 160가구등총 614세대로구성

됐다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고 혁신도시에서는 처

음으로 자녀방 2개에 붙박이장을 각

각제공한다 또대형주방창고와다양

한 수납공간 고품격 인테리어를 제

공혁신도시의다른아파트와차별화

를시도했다

영무예다음은 혁신도시의 랜드마크

인 중앙호수공원과 가장 가까운 자리

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3분거리에빛가람초등

중학교 봉황고등학교 등 학교복합단

지가조성돼있다

중심상업지역에는 하나로마트가 입

점을 앞두고 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영

무건설은광주시북구중흥동에 309가

구를 성황리에 분양마감했으며 서구

월산동과 남구 서동 2개 사업지 및 정

읍 연지주공 재건축사업 등을 진행중

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영무예다

음은 혁신도시 B12블럭에 위치하며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

회관옆에있다 문의(0623683900)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영무예다음 나주혁신도시 614가구 분양

1분기 지역생산 광주 맑음 전남 흐림

광주 자동차생산증가취업자수광공업 호조

전남 조선업 등 침체 영향 전 분야 부진 이어가

전통시장상인들의노령화로폐업이늘

고있는가운데지역백화점이전통시장과

상생하기위한 전통시장가업승계지원프

로젝트를추진해주목된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은 13일 전통시장가

업승계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인근 전통

시장인대인시장과상생프로젝트를진행

하기로했다고밝혔다

전통시장 가업승계는 부모가 운영하던

점포를 자녀 세대가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백화점은대인시장상인연합회와

함께 대상자를 선정해 실내 인테리어와

마케팅 자금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가

업승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

이다

백화점은전통시장가업승계지원을통

해전통시장상인들의고령화에따른폐업

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 연령층이

젊어져전통시장이활기를띌것으로기대

하고있다

홍정희대인시장상인연합회회장은전

통시장에서부모의가업을승계하려는사

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백화점 측

의 실질적인 가업승계지원사업이 전통

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있다고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대

인시장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협약체

결 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대인

시장상인들에게▲고객을맞이하는자세

▲불만고객 응대스킬 ▲위생관리 ▲상품

진열 및 판매기법 등 다양한 백화점 판매

노하우를 재능기부 형태로 전수하고 있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젊은 전통시장 위해가업승계돕는다

롯데백화점광주점 대인시장과상생프로젝트진행

16일 농성동견본주택개소

광주사업장생산신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