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3일 목요일제20069호��
경 제

�코스피 191522 (+099) �금리 (국고채 3년) 170% (003)

�코스닥67802 (+508) �환율 (USD) 118070원 (+89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부영그룹이 지난달 30일 순천부영골프

연습장(76타석)을 개장한데 이어 이달 중

순천부영호텔도문을연다고 2일밝혔다

순천부영호텔은 부영그룹이 무주덕유

산리조트 제주 부영컨트리클럽 내 관광

호텔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이어네번

째로선보이는호텔로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12평형 34실 14평형 36실 25평형

6실 29평형 6실 등 총 82실 규모다 모든

객실이트윈베드로가족단위여행객을위

한커넥팅룸을적용한객실도마련됐다

특히 호텔은 최근 개장한 순천부영CC

내 조망권이 가장 우수한 곳에 자리잡아

주변경관과어우러진아름다운전경을자

랑하고있다

호텔과 인접한 순천부영CC는 총면적

84만2238 규모에코스길이 6587m로 도

심과 인접했다 또한 연중 푸른 켄터키

블루 글라스 잔디로 조성해 사계절 라운

딩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목과 벙커 해저

드등다이나믹한코스가골퍼들의도전의

식을불러일으킨다

한편지난달 30일 개장한순천부영골프

연습장은순천시에서가장넓은연습장으

로 지하 1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졌다

좌타석 2석을포함해층별 38타석씩총 76

타석인 이 연습장은 순천시에서 가장 긴

페어웨이를확보(실거리 190m 오르막적

용시 230m)했다 자연 친화형의 설계로

주변경치와조화를이루어순천만의아름

다운풍경을내려다보면서호쾌한샷을날

릴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와 중국의 위안

화 평가절하 등의 악재 속에 광주전남지

역역시투자자의주식거래량과거래대금

이많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월중이지역투자자의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을합친주식거래량은전월대

비 2014% 감소했으며 거래대금도 20

79% 줄었다

거래량은 5억4496만주에서 4억3519만

주로 거래대금은 3조9777억워에서 3조

1507억원으로줄었다

이지역투자자의전국주식투자거래비

중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해 거래량은 1

86%에서 226%로 거래대금은 146%에

서 160%로많아졌다

한국거래소는환율쇼크 중국경기둔화

우려확대 대북 리스크등이지역투자자

들의주식거래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

석했다

광주전남투자자들의 8월중유가증권

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미래산업슈넬

생명과학오리엔트바이오우리종금주

연테크 등이다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슈

넬생명과학진원생명과학삼성전자

KODEX레버리지한미약품등이다

코스닥시장거래량상위종목은이화전

기케이디건설세종텔레콤SH홀딩스

솔고바이오등이며 거래대금상위종목은

셀트리온다음카카오산성앨엔에스내

츄럴엔도텍위메이드등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아자동차(대표 박한우)는 전국 영업

점을 통해 이달 15일 출시 예정인 The

SUV 스포티지 20 디젤 사전계약을 시

작한다고 2일밝혔다

The SUV 스포티지는 2010년 이후 5

년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이다 혁신적

인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성능 동급 최고

수준 안정성과 탁월한 편의성 등 기아차

첨단기술을집약시켰다

20 디젤 모델은 R20EVGT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86마력 최대토크 410

m동급최고수준동력성능을갖췄다

고효율 터보차저를 적용 실용 주행영역

응답성과 동력성능을 개선하고 승차감도

향상시켰다

The SUV 스포티지 20 디젤판매가격

(6단자동변속기기준)은▲트렌디 2169만

원2199만원(수동변속기) ▲프레스티지

2508만원2538만원 ▲노블레스 2591만

원2621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2832만

원2862만원이다 한편 기아차는 사전

계약고객을위해계약금 10만원 지원 신

차 케어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특별혜택

을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

순천부영CC 내 호텔개장

부영그룹 제주 이어네번째객실 82개 조망권우수

8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 급감

美금리인상우려中 위완화악재에각각 20%

The SUV 스포티지 사전계약시작

문화수도광주의 신개념복합문화공

간인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USquare)가 새롭게 단장돼 3일 그랜

드오픈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새로 개

장한 유스퀘어는 2층에서 3층으로 올

라가는실내원형계단과에스컬레이터

를 확충하고 새로운 쉼터인 하늘정원

과 예술시장이 함께하는 제 2야외무대

를 신설했다 특히 주차장과 바로 이어

지는 2층 테라스에 푸드 스트리트를

만들고 2층 실내를 넓혀 다양한 식당

들을새롭게입점시켰다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이라는 뜻

이 담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브랜드

네임 유스퀘어는 2006년 설립 이후 현

재까지 광주 교통허브이자 문화와 쇼

핑의중심지로서지역민들에게많은사

랑을받아왔다

유스퀘어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고 기존 수도권

중심의 예술정책을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9년 유스퀘어문화관을 개관

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약 440억이투입된문화관은클래식전

용홀인 금호아트홀 연극 뮤지컬을 위

한 동산아트홀 미술 전시를 위한 금호

갤러리 호남 최초로 아이맥스관이 포

함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갖췄다 특

히 문화관 개관으로 인해 외식 영화

공연 관람 독서 등이 한 번에 가능해

진 유스퀘어는 광주의 대표적인 랜드

마크로자리매김했다

유스퀘어문화관은 매년 200여건의

공연과 전시를 통해 10만여명의 관람

객이 찾고 있으며 예향 광주의 문화예

술지형도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았

다

특히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과 청

년작가 공모를 통해 지역의 예술가들

을후원하고 높은수준의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의문화생활 향상에 노력해왔

다 유스퀘어는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13년 메세나

대상문화경영상을수상했다

지난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짓고 가족단위 이용객

을 위해 놀이와 문화가 접목된 키즈파

크를선보인바있는유스퀘어는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끝마치고 마침내

그랜드오픈을알리게됐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스퀘어를통해문화와예술젊음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의 새로운 문화 예

술공간을창조해나갈것이라며 시민

들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위한 문화 쉼

터 역할을 하며 유스퀘어가 광주의

대표적인랜드마크로자리매김할수있

도록더욱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이날유스퀘어의그랜드오픈

을 기념하기 위해 피아니스트 백건우

초청 음악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는 박

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을비롯각

계각층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

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화수도광주의신개념복합문화공간인유스퀘어가3일새롭게문을연다유스퀘어전경 금호터미널제공

새단장 즐거움이열린다

에스컬레이터등확충2층테라스에푸드스트리트

제2야외무대신설오늘오픈기념백건우음악회도

기아차 계약금 10만원 할인신차케어서비스등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