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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청약호조속에건설사들이공격적

으로 분양가를 높이고 있어 자칫 공급 과

잉에 이어 고분양가 리스크도 커질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

역 아파트 신규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

값을훨씬웃돈것은이미오래전일이다

9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역별

시세대비분양가비율이광주가139% 전

남은 162%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다

섯번째와두번째로높았다

전국적으로는평균분양가격이992만원

으로 재건축을 제외한 기존 아파트 매매

시세(934만원) 대비 106% 수준을 나타냈

다 2011년 시세의 97% 선까지 낮아졌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3년 111%로 다

시기존아파트값을넘어선이후 3년연속

100%를웃돌고있다

전남은기존아파트매매가평균이 33

당 418만원인데비해올해33당평균분

양가는 679만원선으로 260만원가량이올

랐다 지난해 전남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605만원에서122% 오른수치다

공기업 종사자와 외지 투자자들의 가세

로청약호조세를나타낸광주전남혁신도

시가분양가상승을이끌었다는분석이다

광주 지역도 청약 열기 속에 KTX호남

선개통 광산구 남구등광주전남혁신도

시인근자치구에서신규분양된아파트의

고분양가가전체분양가상승을견인했다

광주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3

당 791만원인데 비해 상반기 광주에 공급

된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841만원으로 50만원 가량이 올랐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 평균 분양가 794만원에서

59%나오른수치다

더욱이 최근 분양에 나선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국 아델리움&중해 마루힐의

33당 분양가가 910만원 대를 기록했고

나주혁신도시 대방엘리움 등신규아파

트의 분양가도 900만원대를 훨씬 넘어서

면서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의 매매시세

대비분양가비율은더높아질전망이다

그러나지역내신규아파트공급물량이

크게증가한상황에서분양가인상이확산

되는 것은 집값 거품이나 미분양 증가로

이어져주택시장에부담으로작용할가능

성이크다는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달아오른 시장

분위기에휩쓸려청약에나서는것을경계

하고 기존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

적정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202570 (1537) �금리 (국고채 3년) 180% (+007)

�코스닥67184 (2237) �환율 (USD) 115720원 (+153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한국전력(사장조환익)은국제신용평가

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기존 A+ 등급에서 1단계오른 AA 신

용등급을 부여받아 글로벌 전력회사 중

유일하게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을받게됐다고 9일밝혔다

한전은 지난 6일 현재 국제 신용등급이

무디스 Aa3 피치 AA S&P AA

등으로한국정부의신용등급과같다고설

명했다

한전은이같은신용등급은창사이래최

고 수준이며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

와 미국의 듀크 에너지(Duke Energy)

스페인의이베르드롤라(Iberdrola) 등 글

로벌 전력회사보다 높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전력회사들이최근사업부분구조개

편 규제변화와 경쟁심화에 따른 침체 속

에서신용등급이강등되는추세와반대로

한전의재무구조건전화 글로벌경쟁력과

위상을대외적으로인정받은것으로평가

하고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전이

전력산업이란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와관계가필수불가결하다는점을이번등

급상향의근거로제시했다고한전은말했

다

한전은이번신용등급상승으로해외사

업 경쟁력이 강화와 외화 조달금리도 0

05010% 낮아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향후 글로벌 전력

회사들의 격전장이 될 에너지 신산업 분

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

전력회사로 자리매김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S&P 신용등급 AA창사이래최고

공급 과잉고분양가아파트값 거품 조심

전남아파트시세대비분양가 162%전국두번째

올 33당 260만원 올라평균 679만원전년비 12%

광주 139% 전국 5번째시세 비교적정성따져봐야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화장품들의

가격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5

개국의 평균 판매가격보다 최대 246배

비싸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지난 7월공정거래

위원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내에서 많

이판매되는 65개화장품을대상으로미

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에서의 판

매가격과 비교조사해 이런 내용의 결

과를 9일공개했다

이 중 라로슈포제 버츠비 바이오더

마 등 54개 제품은 백화점 가격은 이들

외국 5개국의 평균가격보다 102156

배 올리브영롭스등드럭스토어판매

제품은 외국 평균가격보다 111246

배비쌌다

비오템의옴므폼쉐이버(200)는국

내 평균 판매가가 3만6000원으로 외국

평균가격인 2만3089원보다 156배 더

높았다

록시땅의 시어버터 핸드크림(150)

는 국내 평균가격 3만5000원으로 해외

평균가격인 2만9021원보다 121배 바

비 브라운의 스킨 파운데이션 SPF15

PA+(30)는 국내에서 평균 7만2000

원에 판매돼 5만5597원인 해외 평균가

격보다 130배비쌌다

슈에무라 하다라보 등 일본산 화장품

11개를 포함한 63개 제품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화장품이 104173배 드럭스

토어판매제품이127269배비쌌다

드럭스토어 판매제품 중국내외가격

차가큰제품은라로슈포제시카플라스

트 밤B5 100제품으로국내가격은 2

만9904원이었고외국가격은 1만2158원

으로 246배의차이가났다

이 밖에버츠비 레몬버터 큐티클크림

17g은국내에서 1만9794원에 외국에서

8951원에팔려 221배의가격차가났다

조사 대상 65개 제품 중 가격조사가

되지않은 2개제품을제외한 63개제품

은 개별 제조국에서의 판매가격보다 국

내판매가격이더비쌌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제조국

판매가격보다 104173배더비쌌다

제품별로는비오템옴므 폼쉐이버가

173배 록시땅 시어버터 핸드크림이 1

69배랩시리즈맥시멈컴포트쉐이브젤

이 146배의가격차를나타냈다 드럭스

토어 제품은 제조국 판매가격보다 1

27269배비쌌다

연합뉴스

삼성은이달 23일서울삼성동코엑스

에서 삼성 협력사 200여개 업체가 참여

하는 2015년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

을개최한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전기전자 업

종과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등중공

업건설업종 뿐만 아니라 호텔신라 제

일기획 삼성웰스토리등서비스업종계

열사까지확대돼총 12개삼성계열사의

200여 개 협력사가 현장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용한마당에는 연구개발 SW 경영

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 직

군으로구분해채용관을운영한다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부터 구직자가 취

업을희망하는기업의현장매칭까지취

업에관한종합정보와컨설팅지원을받

을 수 있는 취업 토탈 솔루션관이 마련

된다

이밖에도기업정보를구직자스스로

검색할 수 있는 셀프 매칭관 입사지원

에 필요한 사진을 전문사진작가가 촬영

해 무료로 인화해주는 이력서 촬영관

등구직자들을위한다양한지원관이운

영된다

구직자는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

홈페이지(httpwwwsamsungv

jobcom)를통해취업희망기업의정보

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에서사전매칭프로그램을신청하면전

문 컨설턴트와 전화 상담을 통해 채용

기업을추천받을수도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 우수협력사에취업하세요

200개기업참여23일 서울코엑스채용한마당

수입 화장품값해외보다 25배 비싸

한국소비자연맹 65개 화장품세계주요 5개국과비교

광주상공회의소가 창립 79주년을 맞아

혁신적인 사고와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있는기업인

들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2015 광주상공대상후보자를공모한다

신청대상은 5년이상광주상의관할(광

주 나주곡성담양영광장성화순)에

서 기업활동을하고있고 고용 창출과 기

술혁신등의분야에서최근3년간의공적

이있는지역기업인이다

경영 우수 고용 우수 기술 혁신 지역

공헌 등 4개 부문에 걸쳐 1명씩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오는 12월16일 제3회 광주

상공대상 시상식 및 상공인의 밤 행사에

서 순금 마크로 제작된 상패와 메달이 부

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0

일까지며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

ciorkr)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NH농협은행광주영업본부(영업본부장허승택)가청소년의다양한금융체험을위해개

설한 광주 청소년금융교육센터가 교사와학생들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 지난 6

일 월곡중학교학생들이금융센터를방문해은행의역할및금융상식에대한교육을받고실제은행창구와똑같이만들어진체험센

터에서다양한업무체험을했다 농협광주본부제공

NH농협은행학생금융교실

고용창출기술혁신

지역기업인공모

광주상의 상공대상 20일까지

세계전력회사유일 3대 국제신용평가사서 AA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