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6월 18일 수요일제19763호�
경 제

�
코스피200155 (+796)

�
금리273% (+001)

�
코스닥53790 (+188)

�
환율 102190원 (+18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급속한충장로 상권의변화는이미 2

3년 전부터 감지됐다 충장로 1가 입구에

서 광주천변까지 200여m 가로숫길은 한

때 시내로 불리며광주에서제일잘나가

는 곳이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첨

단상무 등 지구단위 도심개발에 잊혀져

퇴락의 길을 걷다가 최근 다시 부활의 신

호탄을쏘며성장한신흥가두상권이다

17일업계에따르면이곳상권의변화는

문화전당 개관과 이에 따른 충장로 13

가와구시청 4거리인근의변모에큰영향

을 받았다 전당 개관에 맞춰부상한 시내

상권이점차범위를넓혀가면서신흥상권

을 만들어가는 형국이다 문화전당 인근

옛 도의회 자리를 중심으로 선점 효과를

노린 상가임대로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

늘어났으며이와함께유행에민감한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업종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료와 인

건비 상승 등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면 기

존상권에서버티기힘들다며 문화전당

인근 가두상권은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전

문점과외식업체들이임대료와면적등을

고려해외곽으로빠지면서하나의특화된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실제로거리양쪽으로는신장개업을준비

하는 건축공사와 업종전환을 위한 리뉴얼

공사를하는곳을쉽게찾을수있다 충장

로1가입구신호등을사이에두고한쪽에서

는 대형 디저트카페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

고 보세가게로 쓰이던 점포는 상당수가 부

동산매매시장에나와있는상태다

이렇듯 이곳이 젊음의 쌈지길로 변신

중인것과관련 수요가있고공급이되면

상권이변화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

며 트렌드에 따라 움직여가는 변화를 지

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규 진입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마인드만 잘 갖

춘다면특화된젊음의거리로서의성장가

능성이충분하다는것이다

인근에서음식점을운영하고있는임모

(39)씨는 이러한변화가지자체나기관이

아닌민간상인들의주도로이루어지고있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다변화하는

상권의흐름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

서는 이를 집적화하고 특화할 필요가 있

다고말했다

이에대해전문가들은상권의변화와트

렌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원책 마련

은필요하지만방향과구체적인방법에대

해서는민간이주도하도록배려해야한다

고지적한다

충장로알리기사업을진행하고있는류

동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은 변화의 방

향이 이왕이면 광주를 대표하면서 꿈과

낭만을간직한이야기가있는거리가되었

으면한다고바랐다

그는 또 계획을 갖고 개발했지만 무분

별해지면서 향락만 판치는 유흥 천국이

된 상무지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며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댈 협의체를 구

성올바른방향을모색하는것도방법이

라고말했다

한편 이곳에서 가까운 구시청 사거리

는 동구청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을 계획

하고있어맛집촌으로서역할과함께새로

운문화공간으로서의성공여부도주목된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유흥천국아닌꿈낭만이있는문화거리로

월드컵축구열기가고조되면서 17일 백화점스포츠매장에는대한민국대표팀의유니폼을입고응원전을펼치려는고객이

줄을이었다붉은색과흰색상의짙은파란색하의로디자인된대한민국축구국가대표유니폼은키즈세트7만9000원 성인

용상의9만9000원 하의 4만9000원에구매할수있다 광주신세계제공

월드컵열기 국가대표유니폼인기

올해 5만원권 환수율이 277%로 급락

했다 한국은행금고에서 나와 시중에풀

린 5만원권이100장이라면한은에돌아온

5만원권은 28장이라는얘기다 이에따라

5만원권은 발행 5년만에 시중 유통 화폐

잔액의3분의2돌파를눈앞에두고있다

17일 한국은행에따르면올해 15월

발행된 5만원권은 5조2529억원인데 비

해 같은 기간에 환수된 5만원권은 1조

4575원으로 환수율이 277%에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환수율(523%)의 약 절

반인 셈이다 5만원권의 연간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등

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정부가 지하경

제의양성화를 국정과제로내세운지난

해 486%로뚝떨어졌다

5만원권의 증가는 경제 규모의 확대

현금 보유 성향의 상승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받는다그러나지난해는환수율

추락 등과 맞물려 음성 거래 등 지하경

제의확산에 대한우려가커졌다

작년 15월 5만원권 발행액은 8조

9105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이 하락

하면서 5만원권발행잔액은늘고있다

지난 5월말현재시중에풀린 5만원권은

44조4천767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6257

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

린 화폐(기념주화 제외) 66조9130억원

가운데 5만원권의 발행잔액 비중은 66

5%로 사상최고를기록했다

2009년 6월23일 처음 시중에 유통되

기 시작한 5만원권의 발행잔액 비중은

2010년 2월(월말기준) 306% 2011년 8

월 505% 2012년 11월 601% 등으로

높아졌다이어작년 11월 646%로상승

하고서올해 1월 628%까지뒷걸음쳤다

가 2월 651% 3월과 4월에각 659%등

으로다시상승했다 발행 장수로도 5만

원권은 8억8953만장이 풀려 시중에 유

통 중인 1만원권(17억6781만장)의 절반

에달했다 5월말현재 1000원권은 13억

9804만장 5000원권은 2억4502만장이

풀려있다 연합뉴스

5만원권환수율 277%로 급락 작년의반토막

발행액증가세둔화

상권변화트렌드면밀분석지원  방향은민간주도로

문화전당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맞춰 맛집촌 역할도

젊음의쌈지길로뜨는충장로가두상권의발전방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에서 생산되는 제습기가

생활가전업계최초로미

국 친환경 인증인 UL

(Underwriters Labo�

ratories)의 그린가드

(GREENGUARD) 골

드인증을획득했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

면 삼성 인버터제습기

(AY15H7000WQDAY10H7000WQ

D)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이 8

시간 사용시 그린가드 규격기준 대비

26% 수준이고 1주일은 50% 수준으로

규격기준대비낮은탁월한성과를거둬

그린가드골드인증을획득하게됐다

그린가드는세계최고권위의안전규

격개발및인증기관인UL의환경부문

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으

로 재료와 마감재 등 제품 전반에 대해

실내환경및공기질표준에부합하는지

여부를검사대상으로한다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가 채용된

삼성 인버터제습기는 지난 3월 국내에

서가장먼저판매되기시작했으며국내

최고 수준의 제습 효율을 달성 기존 에

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보다 최대

36% 가량 에너지소비를 줄여 소비자가

전기료부담없이사용할수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창업준비 프랜차이즈박람회에서 하

세요

호남지역 최대규모의 2014 광주창업

프랜차이즈박람회가 오는 27일부터 사흘

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다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엑스

퍼트공동주최로열리는이번행사는국내

외 유명 프랜차이즈 및 창업 관련 회사와

유망 아이템 관계기관이 참여해 창업준

비자들에게기회의장을마련한다

올해는전년보다참여하는새로운업체

들이 대폭 증가했으며 전시구성은 외식

유통서비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와 아이

디어창업 관련 업체들로 구성됐다 부대

행사로는 프랜차이즈설명회 창업세미나

창업지원설명회등이예정됐다

참여업체는 달콤커피 포르테커피 바

빈스 콩샌 등 커피전문업체와 전북 프랜

차이즈회원사 치킨매니아 크랩비 말자

싸롱 수른취하고 등의 외식업체 장미싸

롱토리신 이로운마케팅 아이스까까 등

광주소재프랜차이즈업체를포함 70여개

업체 140여부스에달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엑스퍼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창업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창업준비

자에게는 창업지원 정책 등 정보제공의

기회라며 지역 유망 벤처기업 홍보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활기를불어넣을수있을것이라

고말했다 문의(0622360080)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삼성인버터제습기 업계 최초美친환경인증획득

2729일 DJ센터서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5만원환수율발행잔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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