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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은안정세를유지하고있지

만 삼겹살과 쇠고기 등 고깃값이 계속 오

르면서 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등에따르면지난달축산물물가지수

는 11081로 2011년 9월의 1116 이후 2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축

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9% 상승

했다 3월과 4월의 작년동월대비 증가율

도 141%로 나타나 3개월 연속으로 10%

대상승률을보였다

축산물가격고공행진에는수입쇠고기

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수입

쇠고기 물가지수는 1월 12106 2월 124

38 3월 12176 4월 12283 5월 12189로

연이어 120을웃돌고있다 조사가시작된

1995년이후수입 쇠고기물가지수가 120

을넘긴것은올해가처음이다

실제로 4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판매되

는 한우불고기의 경우 100g 기준 2500원

으로지난해같은기간 2200원에서 136%

올랐으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호주산

쇠고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60원(100g

기준)에서 2680원으로 718%나뛰었다

돼지고기 가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2114로 2012년 7

월 12191 이후 제일 높았다 상승률도 가

팔라서 1년전에비해 221%나올랐다

오름폭이가장큰국산삼겹살(냉동 100

g 기준)은광주양동시장에서 1900원에판

매돼지난해같은기간보다 400원(267%)

올랐다 대형마트에서는지난해 1700원보

다 360원(212%) 오른 2060원에 거래됐

다 수입산 삼겹살(미국산 냉동 100g 기

준)의 경우 양동시장 판매가 기준으로 50

원이오른 900원에판매됐다

달걀은 지난달 물가지수가 13019였다

130을넘긴것은올해1월의13049가처음

이다 올해 들어 달걀값이 역대 최고 수준

을기록하고있는것이다

닭고기도 가격이 올랐으나 오름폭은 상

대적으로작았다지난달닭고기가격은작

년 같은 달보다 70% 올라 물가지수 109

03을나타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요즘은 행락

철이라 고기 수요가 많아 가격이 전반적

으로 오르는 시기라며 지난해 공급이

많아 축산물 가격이 낮았던 탓에 올해 더

가격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수입쇠고기의경우 중국을

중심으로국제적으로쇠고기수요가늘면

서가격이오르고있다고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삼겹금달걀 수입쇠고기 값도 껑충

현대기아자동차는 3일(현지시각) 2014 FIFA 브라질월드컵개막전이열리는상파울루아레나에서대회공식

차량을조직위원회에전달하는행사를열었다현대기아차는대회운영에필요한승용차및승합차총 1700여

대를지원한다 현대기아차제공

현대기아차 브라질월드컵차량 1700대지원

경상수지 흑자지속에 따른 원화 강세

와후반기주가상승폭이축소할것을우

려한 주식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

면서광주전남지역의주식거래량과거

래대금이동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4일한국거래소광주사무소에따르면

광주전남투자자들의 5월 중주식거래

량은 2억6677만주로 전달 3억2246만주

보다 5569만주(1727%) 감소했다

거래대금도 2조2908억원에서 1조

8163억원으로 4746억원(2072%) 줄었

다 단 순매수량은 60만주에서 112만주

로 52만주늘었다

전체거래에서차지한비중은다소하

락 거래량은 231%(4월 240%) 거래대

금은 154%(4월 167%)에달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신

일산업 남선알미늄 KODEX레버리

지 팬오션 KODEX200 순이고 코스

닥은 키이스트 CU전자 리노스 국제

디와이 코리아나 코엔텍 큐로컴 순이

었다

거래대금은코스피의경우 KODEX

레버리지 삼성전자 NAVER 현대차

삼성중공업 코스닥은키이스트 셀트리

온 홈캐스트 다음 위메이드 잼백스

순으로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5월 주식거래량거래 대금감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창업 초기 및 신제품 출시 중소기업 제

품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HIT500

사업 3차참여기업을 5일부터모집한다

HIT500은 시장에 갓 출시됐거나 출

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제

품을 발굴 온라인 홍보페이지 제작과

소비자의 제품체험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등다양한방법으로마케팅활동을

도와주는사업이다

참가대상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

비스업을영위하고 소비재완성품을보

유(생산)한 업체로 3년 미만 창업기업

또는신제품 출시기업(제품출시일 기준

2012년 이후)이다 신청된 제품은 신청

서내용을바탕으로온라인을통한소비

자평가단의 호응도 조사 및 전문가평가

단의 상품성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위원

단의오프라인실물평가를거쳐 7090

개사내외제품을선정 HIT 500사업을

지원한다문의(0623693050)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중진공 중기 지원 HIT500사업 참여기업모집

지난해벼풍작으로 2014년쌀자급률

이 4년 만에 90%대를넘어설것이확실

시된다

4일농림축산식품부등에따르면 2014

년양곡연도(2013년11월2014년 10월)

쌀자급률이 92%로 4년만에쌀공급과

잉현상이빚어질가능성이있다쌀시장

개방을 유예해 주는 대가로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까지 합하면

공급이수요를초과하기때문이다

최소시장접근(MMA)방식에따라의

무수입해야 하는 최소수입물량은올해

40만 9000t으로 2013년 기준국내쌀소

비량 450만t의 9% 수준이다 쌀자급률

이 91%를 넘을 경우 공급 초과 상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식량 주권과 농민 반발 등

을내세워쌀개방시기를 2014년까지유

예하는대신매년 2만347t씩쌀수입량을

늘려왔다 지난 1995년 5만1000t이었던

쌀 수입량이 2004년 20만5000t 2009년

엔 30만7000t으로증가했으며올해는 40

만9000t에 달한다 더욱이 올 하반기 세

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벌여야 하

는데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MMA 물량을 최소 현재의 배 이상으로

늘려야할것이라는관측이유력하다 우

리나라 외에 유일하게 쌀 시장을 개방하

지않고있는필리핀이개방시기 추가유

예조건으로MMA 물량을배이상제시

했지만WTO로부터거절당한바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쌀 개

방을 추가 유예해 MMA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경우 쌀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

다며 쌀 생산량을 ha당 5t 정도로 보

면 재배면적을 8만ha에서 12만ha를줄

여야 한다고 밝혔다 8만ha는 충북 전

체벼경작면적의배에해당한다

연합뉴스

쌀자급률 4년만에 90% 돌파

최근 고깃값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사진은 백화점

정육코너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KT가 집전화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

용할수있는 올레집전화무한요금제를

출시하고유무선결합대상을확대한다

3일 KT에 따르면 이 요금제는 통신사

구분없이인터넷전화를포함해유선간통

화를 월 3000분(500시간)까지 제공하는

홈무한 3000(5500원)과 월 3000분 분량

에유선통화는물론 KT 휴대전화로의통

화까지 포함한 소호무한 3000(7500원)

등두종류가있다

집전화에서휴대전화로거는요금(10초

당 145원)을 감안하면 월 최대 26만원의

통신요금을절감할수있는획기적인상품

이라는게KT측설명이다

한편KT는 LTE가입고객에한해인터

넷을 최대 무료로 제공하는 결합상품인

인터넷뭉치면올레의대상을3G가입자

로확대했다또결합가입처리시가족관

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가족 관계

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결합혜택을

받을수있도록했다예를들어결합된모

바일서비스납부자와유선상품명의자가

같으면가족증빙서류없이결합할인을받

을 수 있다 KT 마케팅부문 강국현 마케

팅전략본부장은 결합 대상 확대와 가족

증빙서류면제등을시작으로고객의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KT 올레 집전화무한요금제 출시

수입량더하면공급초과

유무선결합대상확대

행락철 공급 달려 축산물 가격 고공행진

수입쇠고기 물가지수 10년만에 120 넘겨

쌀자급률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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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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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 달걀꿀의가격을바탕으로계산하며

기준연도인 2010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

한다

축산물물가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