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7월 16일 수요일제19783호�
경 제

�
코스피201272 (+1884)

�
금리259% (001)

�
코스닥55915 (235)

�
환율 102740원(+92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같은 34평 아파트 분양가가 작년엔 2

억원 올해는 2억3500만원?

광주지역민간아파트의분양가가지난

1년간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

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새

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상

승세를가속하며전체주택가격을견인하

고있다

15일 대한주택보증이 내놓은 6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민간아파트의평균분양가격은

33당 765만9000원으로 전달(752만

3000원)보다 13만5000원(18%)이 상승했

다전용면적84(옛 34평) 크기의아파트

로 따지면 분양가격이 1개월 사이 산술적

으로 343만원가량이오른셈이다

1년전인지난해 6월(632만원)과비교하

면 33당 무려 133만8000원(212%)이

상승했다 84 주택형으로 비교할 경우

지난해 6월 분양가가 2억원이었다면 올 6

월엔 2억3412만원으로 대폭 상승한 것이

다 이는 서울(265만원 163%)에 이어 전

국 2위수준이다

광주의분양아파트값이급격히오른것

은 올해 들어서다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평균분양가는 33당 732만6000원을기

록하며지난해 12월보다 122만8000원(20

1%)이나 뛰어 올랐다 2012년을 100으로

가정한 분양가격지수도 2013년 12월 895

에서올해 1월 1076으로대폭상승했다

이후 2월엔 33당 28만5000원(732만

6000원→761만1000원)이 올랐고 3월 26

만5000원(761만1000원→734만6000원)이

떨어진 뒤 4월 동결 5월 17만7000원(734

만6000원→752만3000원)이 다시 오르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올해 들어 33만3000

원이나상승했다

분양가격지수또한 1월 1076에서 1125

로 49%포인트나올랐다

이처럼올해들어분양가격이급상승한

데는 꾸준한 분양실적이 바탕이 됐다 광

주는 1월 96가구를비롯 2월 260가구 3월

2222가구 5월 1071가구 6월 526가구가

공급됐다

특별한것은분양가격상승세가이어지

면서 광주의 분양가격지수가 6월 기준 6

대광역시중대구(1169)에이어 2위를기

록하고 있다는 것 반면 33당 분양가

는 여전히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올해 들어 광

주에대규모단지가잇따라분양되면서전

체적인분양가를끌어올린데다 분양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도심지역에 재건축 아

파트가 들어서면서 상승 효과를 불러왔

다고설명했다

한편 전남지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560만9000원으로 전국에

서가장낮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아파트분양가 1년새 20% 올랐다

기아자동차가 15일 상품성을 개선하고

도 최대 244만원이나 가격을 인하한 2015

년형 K7을출시했다 준대형차량판매부

진에따른조치로보인다

새모델은크롬라디에이터그릴을새로

탑재하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점등

이미지를 좀 더 날렵하게 다듬었다 트렁

크 내부하단에도크롬장식을붙였고 17

인치알로이휠에더해19인치크롬스퍼터

링알로이휠을추가했다

차량 내부도우드그레인인테리어를새

로 적용하고 글로브박스 버튼과 도어 스

피커그릴 등을 크롬으로 꾸몄다 레드 브

라운 인테리어 옵션도 추가했다 편의사

양으로는 앞좌석 통풍시트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자외선 차단 글라스

(윈드 쉴드) 에어로 타입 와이퍼 등을 기

본 적용했다 기존 6개 등급(트림)을 엔진

별 단일 트림으로 단순화했고 가격은 62

만244만원 내렸다 대신 기본 적용했던

내비게이션은옵션으로돌렸다

K7은올해상반기 1만1126대가팔려지

난해같은기간(1만3605대)보다 182% 줄

어드는등기아차의승용차모델가운데가

장큰판매감소폭을기록했다

K7 2015의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24 프레스티지모델 2960만원 30 프레스

티지모델은 3300만원 33 노블레스모델

3950만원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는 15일서울기아차국내영업본부사옥에서 K7 2015의사진발표회를갖고본격적인판매에돌입했다 기아차제공

기아차 2015년형 K7

최대 244만원 인하

청년층(1529세)이 학교를 중퇴졸

업한후첫일자리를잡을때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79세의 고령자 10명 중 6명은생활

비에보탬이되고자일을하기를희망하

는것으로집계됐다

15일 통계청이 공개한 청년층 및 고

령층부가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청년층 인구는 950만

70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443% 고용

률은 405%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

구중취업시험준비자는 66만1000명으

로 125%를차지했다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평균 졸

업 소요기간은 4년1개월 휴학경험 비

율은 427%였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년2개월(남 6년4개

월 여 4년4개월)휴학자의평균휴학기

간은 2년4개월(남 2년8개월 여 1년4개

월)이었다

첫 취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2개월

로 지난해같은기간보다 1개월늘었다

2006년 5월 이후 8년 만에 최장기간을

기록한 것이다 12년이 소요된 졸업

중퇴생은 111% 23년은 58% 3년

이상이걸리는 경우도 93%였다

미취업자 320%는 직업교육이나 취

업시험준비 154%는 구직활동으로 시

간을 보냈지만 육아가사나 그냥 쉬는

사람도각각 193% 185%를 차지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임금근로자는 62

3%로이들의평균근속기간은평균 1년

3개월이었다 그만둔 사유는 보수나 근

로시간등 근로여건불만족이 470%로

가장많았다

고령층(5579세) 인구는 1137만

8000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51%

고용률은 539%였다 가장 오래 근무

한일자리에서의평균근속기간은 15년

4개월(남 19년 여자는 11년7개월)로 1

년전보다 6개월 줄었다 근속기간이 30

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154%였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

시연령은평균 49세로남자 52세 여자

48세다

최근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

7%(519만8000명)로 월 평균 연금 수령

액은 42만원이었다 연금수령액은 10

만25만원 미만이 393%로 가장 많았

다 10만원미만수령자비중은212%였

고 150만원 이상수령자는 76%였다 장

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62

0%로 10명 중 6명꼴이었다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을 주고 싶어서

가 540%로 가장 많았다 일하는 즐거

움도 388%를차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청년층졸업후평균 1년간 백수생활

초복(18일)을 앞두고지역유통업계가

본격적인 복 마케팅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복맞이 보양식은 반(半) 조리와 소

포장이대세를이루고있다

15일 이마트에 따르면 광주 5개점의

최근 15일(6월287월12일)간소포장및

간편식 삼계탕판매율을조사해본결과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반마리삼계탕 아워홈

고려삼계탕 닭반마리 등이 고객으로부

터많은인기를얻었다

롯데마트 역시 초복을 앞두고 전국 주

요점포에서활전복과백숙용닭을판매

하고있는데간편하게조리할수있는소

포장상품들이잘나가고있다 활전복(3

마리)은 9900원에 백숙용 큰 닭(국내산

11kg이상)을시세보다25%가량저렴한

5900원에선보이고있다

즉석조리용 보양식과 소포장 제품은

온라인몰에서 더 인기다 삼계탕과 장어

세트등을내놓고다양한마케팅을펼치

고있다 오픈마켓옥션은오는 20일까지

집으로 찾아온 영계백숙 행사를 열고

삼계탕용 영계 2만 수와 함께 장어와 사

골 오리 등 대표 보양음식을 최대 60%

할인판매한다

온라인 종합몰 CJ몰에서는 무더위로

지친기력을회복시켜줄복날대표보양

식과건강식품을준비했다 매일오전 10

시마다이벤트 삼복더위물럿거라를통

해 삼계탕과 전복 제철과일 등을 CJ몰

단독특가로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복 마케팅 半조리소포장인기

통계청조사결과

19% 그냥 쉰다

경제전망공유와경영인간지역적네

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삼성증권호남권법인포럼이 17일 오전

11시 광주시서구상무지구라마다플라

자광주호텔 4층연회장에서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신동석 센터장과 채권상품팀 정범식 팀

장이 하반기 주식과 채권시장 투자전

략 이라는 주제로 시장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대해강의할예정이다

김태현삼성증권호남사업부장은 경

영인들이 관심 있어할 주제를선정하고

권위있는전문가를초빙해정보를공유

하고회원간교류의장으로만들고자포

럼을개최하게됐다고밝혔다

참석을원하는이는예약을통해가능

하며 오는 9월에는 VIP고객을 대상으

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진행할 예정

이다문의 (062) 380150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증권호남권법인포럼 내일 열린다

이마트등판매율급증

온라인몰 특가전 열풍

33당 765만9000원 지난해보다 133만원상승

상승률서울이어두번째 대규모단지 잇단 분양 영향

상무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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