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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7864 (2373) �금리 (국고채 3년) 173% (002)

�코스닥70477 (1096) �환율 (USD) 111240원 (+22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수완첨단지구 등 신흥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한광주광산구에서가장생존율

이 높은 자영업종은 제과점으로 나타났

다 창업 3년후에도제과점 10곳중 7곳은

간판을 유지했다 반면 분식집 10곳 중 7

곳은문을닫아수명이가장짧았다

2일 광산구청이 내놓은 자영업자 업종

지도 외식업체편에 따르면 2013년 사업

체조사자료를바탕으로광산구에있는한

식음식점과 카페 치킨집 등 8개 업종의

업체행정동별밀집도등을분석한결과

광산구에서개업 3년뒤생존율이가장높

은 업종은 제과점(682%)이었다 이어 패

스트푸드점(488%) 한식음식점(390%)

순으로 생존율이 나타났다 분식집(27

6%)과 호프집(309%) 치킨집(333%)은

창업 3년만에 3분의2가문을닫은것으로

조사됐다

개업 1년 시점에서는 8개 업종 모두 생

존율이 비슷했다 제과점과 패스트푸드

카페 분식집은 70%대 중반의 생존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 치킨집도 633%가 살

아남았다 그러나 개업 1년에서 3년 사이

카페는 747→375% 치킨집은 633→33

3% 호프간이주점은 662→309%로 생

존율이급격하게떨어졌다

자영업자에게가장인기있는업종은카

페였다 2008년부터 연평균 28%의 업체

증가율을기록했다 치킨집과패스트푸드

점은 2011년 이후 업체 증가율이 하향곡

선을그리고있다

광산구에서인구가가장많은수완동과

첨단 2동에 대부분의 외식업체가 몰려 있

어 인구 수와 외식업체 수 간의 상관관계

도보였다 신창동에는카페분식집이 신

가동에는 치킨집중국집이 운남동에는

제과점이많아신도심지역외식업밀집도

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송정2동은 6855명의 적은 인구 수에 비해

124개 한식음식점이 있어 떡갈비 골목이

지역 대표음식으로자리매김한 것이확인

됐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자영업자 업종지

도를제작한곳은광산구가전국최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

보와추세를정확히파악한상태에서신중

하게창업이라는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

사업체조사데이터를분석해지도를만들

었다며 이 지도가 주민들의 성공과 행

복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쓰이길

바란다고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업종지도를 창업을 앞

둔소상공인들이활용할수있도록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노래방PC방세탁

소 등 서비스업과 편의점약국옷가게

등 도소매업 편지도도조만간발표할예

정이다 업종지도는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imapgwangsangokr)에서 누

구나볼수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창업3년후생존율가장높은업종은제과점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을 구체화하고

원엔환율하락에대한부담등으로주

가가급등락을거듭한가운데대외여건

불안을 우려한 주식투자자들이 관망세

를 유지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주식

거래량과거래대금이동반감소했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

면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5월 중 주식

거래량은 4억64만주로 전달(6억6094만

주)보다 2억6031만주(3938%) 감소했

다 거래대금도 4조9100억원에서 3조

3042억원으로 1조6058억원(3270%) 줄

었다

국내전체거래에서차지한비중도거

래량은 235%(4월 250%) 거래대금은

176%(4월 194%)로동반감소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미

래산업 쌍방울 슈넬생명화학 우리종

금 SK증권코스닥은씨씨에스스틸앤

리소시스 바른손 서희건설 위노바 국

제디와이순이었다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경우 제일모직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삼성제약 대

우증권코스닥은내츄럴엔도텍셀트리

온 다음카카오 코리아나 젬백스 순으

로나타났다

이와관련 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

자는 연초 주가 상승 기조 지속에 따

른 부담감으로 거래가 준 것으로 보인

다며 실제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줄고 있고 투자자들이 신중한 거래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상태라고 설명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가2일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산과엔화약세심화등악재가겹치며급락했다이날코스피는전

날보다 2373포인트(113%) 내린 207864로 마감했다 종가기준으로코스피가 2080선 밑으로떨어진것은

지난달9일이후처음이다사진은이날서울중구명동외환은행본점딜링룸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

는 카렌스의 2016년형 모델이 2일 출

시됐다

새모델은연비향상과더불어고객

선호사양이대폭강화됐다

2016년형 카렌스 17 디젤 모델에

는 기아차 국내 판매 모델 가운데 처

음으로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CT)

가탑재됐다

이에 따라 복합연비도 종전의 132

에서 149로 높아졌으며

유로 6 환경기준도충족했다 세부모

델(트림)도 기존의 4개에서 2개로 단

순화했으며 차량 공회전 제한시스템

(ISG)을 디젤 전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ISG 시스템을 장착하면 복합연비

는 157로 향상된다 20 LPI 모

델에는 버튼시동 스마트키와 17인치

알로이휠등고객이선호하는사양을

기본 적용한 트렌디 트림을 신설했

다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17 디젤

모델이 2265만2436만원이며 20

LPI모델이 1995만2425만원이다

카렌스는 1999년도 1세대 모델 출

시 후 국내 소형 미니밴 시장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현재 시

판 중인 3세대 모델은 넓은 실내 및

적재 공간 등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

고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전문공기업

인 한전KDN이 2일 일본 이바라키현 히

타치에 총 54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

광발전소를건설해운영하는사업을수주

했다고밝혔다

한전KDN은 이날 서울 역삼동 신한아

트홀에서발주회사인히타치주오 태양광

발전합동회사와사업약정서에서명했다

한전KDN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20년 동안 발전소를 관리운영하면서 생

산하는전력을도쿄전력에전량공급할계

획이다

이번사업의매출액은발전소건설비74

억5000만엔 20년간의 발전소 관리운영

수익 53억5000만엔등총 128억엔(1152억

원)으로추산된다 한전KDN이발전소건

설 설계공사 관리감독 사물인터넷

(IoT) 기반관제시스템공급을맡고 일본

에너지프러덕트가발전소부지제공 계통

접속토목전기공사를담당한다

한전KDN은 2013년 일본 태양광발전

사업에뛰어들어타가와태양광발전소와

이와사키태양광발전소건설사업을맡아

성공적으로수행한바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전KDN 1152억 日 태양광발전사업수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내달 27일부

터 31일까지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강당

에서무박 5일일정으로 중등학교교사하

계경제교육(직무연수)을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

교 교사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금융

경제관련주요이슈강의 경제교육실습

및토론교양강좌등이진행된다

참가비(연수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

망하는 교사는 오는 12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된 참가신청서를 작성 이메일(gwangju

@bokorkr) 또는 팩스(0623828164)로

신청하면된다 문의 (062)601111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급락

日히타치주오와약정

기아차 2016년형 카렌스 출시

광주전남 5월 주식거래량대금 감소

전달보다 2억6000만주 

중등교사하계경제교육

한은 내달 27일31일

광산구 외식업체업종지도

패스트푸드점한식順

분식집호프집치킨집은

3분의 2가 문닫아

광주공장서생산

첫 7단 DCT 탑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일 사업

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기

술경쟁력확보를위해기술개발과제에대

한추가지원에나선다고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와제반서류를구비해오는 15

일까지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

리시스템(wwwsmtechgokr)에온라인

신청하면된다 문의(0623609152)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창업기업기술개발추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