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6월 18일 목요일제20015호��
경 제

�코스피203486 (+614) �금리 (국고채 3년) 180% (+003)

�코스닥71861 (+1233) �환율 (USD) 111790원 (07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부동산분양시장활황세를타고광주에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대형주택건설사들이광주진

출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사업성을 이

유로광주지사를폐쇄하거나축소하던대

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시공사 현장설명회

에등장하면서소비자들의아파트선택의

폭도한층넓어질전망이다

1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광

산구 신가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9일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오는 30

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12개의건설사가참여해호황을이뤘다

참여사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

설 롯데건설 SK건설 한양 금호산업 반

도건설 이수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으로 대형 주택건설사 대부분이 현장을

찾았다

신가동 주택 재개발은 광산구 신가동

8426번지 일대에 아파트 4030가구(임대

416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예

상 공사금액만 7500억원에 이른다 이 일

대는다양한편의시설이이미갖춰진데다

주변의교통환경도좋아건설사들이군침

을 흘리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컨

소시엄을 통한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

된다

10일열린우산구역재개발시공사현장

설명회도분위기가뜨거웠다이날현장엔

효성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삼호 등 8개사가 참

여했다

우산동 470번지 일대에 아파트 2500가

구정도를신축하는우산구역재개발은예

상공사금액이 5000억원이다

당장 22일 입찰을 앞둔 염주주공 재건

축 사업도 대형 건설사들의 가세로 물밑

경쟁이치열하다재건축을놓고사업방식

을 최근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전환한 뒤

건설사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앞서 열

린 현장설명회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

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했다 염주주공의

재건축규모는아파트 1942가구와부대복

리시설등이다

광주의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정비사업이그어느때보다많아지역건설

사는 물론 1군 업체까지 달려드는 분위

기라며 타 도시에 비해 유명 브랜드 아

파트가 적은 편이었는데 재개발 사업을

발판삼아 대형 업체들이 꾸준히 밀려들

것이라고전망했다

한편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은

모두 48곳에 이른다 10여 년 전부터재개

발재건축구역으로선정됐으며최근잇따

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가속화

되고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이 가운데 30곳

으로 구도심인 동구가 14곳으로 가장 많

다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 각각 3곳 그리

고북구에는 7곳이있다

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은 18곳이다 남

구가봉선라인광장과라인하이츠등을비

롯 11곳으로가장많으며서구 5곳 북구

광산구가각각 1곳씩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재개발재건축 대형건설사 몰려온다

광주의민간아파트평균분양가격이 3

3(1평)당 8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17일 대한주택보증이 내놓은 2015년 5

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78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5만3000원(47%) 상승했다 33당 분

양가격지수(2012100)는 1157로 1년 전

보다 47% 올랐다 광주의 분양가는 지난

해 5월 33당 750만원대에올라선뒤상

승세를이어가며 800만원 시대를눈앞에

두게됐다

전남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05만원으로 전달보다 11만원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는 39만4000원 비율로는 6

9% 증가했다 광양과나주 여수 화순등

지에서기존분양가보다높은가격으로신

규분양이속속이뤄지면서전체적인분양

가 상승을 이끌었다 시 단위 분양시장이

활기를 따면서 600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세종을 포함 17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서울(1836만원)에비해서는3분의

1수준이다

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862만4000원 수도권은 1320만1000원 6

개 광역시는 896만7000원 9개 도 평균은

690만원으로각각조사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민간아파트분양가 33당 800만원 눈 앞

삼성전자는 17일 SUHD TV가 국

내 출시 3개월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고밝혔다 SUHD TV는독자개발한 나노크리스털기술을적용해눈앞

에서보는것처럼생생하게자연그대로의컬러를즐길수있다고삼성측은설명했

다 삼성전자제공

삼성전자SUHD TV 1만대판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달 출시한 1st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광

주은행카드사상최단기간에

1만좌를돌파했다고 17일밝

혔다

1st카드는 JB금융그룹

공동 기획 상품으로 지난달

28일 출시 이후 영업일수로

13일만인 지난 15일 가입 1

만좌를 넘어섰다 1st카드의 이 같은

인기는모든이용금액의 05%를캐시백

또는포인트로적립해주며특히 고객이

자주이용하는업종을직접선택하면이

용금액의 최대 2%까지 캐시백을 지급

해주기때문으로풀이된다

광주은행카드사업부 박정민 부장은

1st카드는발급만으로끝나지않고고

객이 지갑에서 항상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광주은행카드가 될 수 있도록 항

상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은행 1st카드 인기  최단시간 1만좌돌파

한국전력이 강소(强小)기업을 육성하

기 위해 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와

중소기업지원및중소기업육성펀드출

자 협약을맺었다고 17일밝혔다

한전은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운영하

는한국벤처투자에 250억원을출자하기

로했다 한국벤처투자는여기에민간투

자자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출

자받아 총 3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한 뒤 전력에너지산업 분야 강소기업

을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한 중소기업에 구매 의사를

먼저밝힌 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협력하고 우

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

발 제품의수요창출을지원하기로했다

또 일자리제공을위한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개설해운영하기로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전 중기육성펀드에 250억 출자

중기청벤처투자와협약

신가동현장설명회 12개 우산구역 8개 건설사참여

사업 규모 커 컨소시엄 구성 치열한 수주 경쟁 예상

무안국제공항면세점이 17일개장식을갖고영업을본격화했다운영자인 (주)국민산업윤풍식회장과이낙연전남도지사명현관전남

도의회의장등이새롭게문을연무안국제공항면세점을둘러보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5월 기준 787만7000원

작년보다 35만3000원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매출채

권보험의계약대상범위를확대하고새롭

게보험가입이가능해진중소기업을대상

으로본격적인영업활동에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일부 업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

업 영위 중소기업에 한정됐다 이번 계약

자 업종 확대로 사실상 전 업종의 중소기

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보 매출채권보험대상확대

무안국제공항면세점개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