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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84545 (4419) �금리 (국고채 3년) 162% (003)

�코스닥66968 (1157) �환율 (USD) 121400원 (+81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지난

14일 출시한 부라더#소다의 계절 한정

판 부라더#소다#딸기라알딸딸이출

시 초기부터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

심을받고있다

부라더#소다 공식 인스타그램

(www instagram com brother_

soda)에서 제품 출시 선공개 후 소비

자들의판매처에대한문의가급증했다

이에보해양조㈜는공식SNS를통해판

매처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하는등발빠르게대처하고있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온라인뉴스사이트에도신제품출시소

식이 알려지자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가

80만건을 넘어서는 등 화제가 되고 있

다 새콤달콤한딸기맛과부라더#소다

와의 조화가 기대된다는 반응과 함께

#딸기라알딸딸이라는제품명도독특

하고 신선하다는 평이다 여기에 이번

신제품이 5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한정

제품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 부

라더#소다를 즐겨왔던 2030 젊은 소비

자들 중심으로 입소문이 빠르게 확산되

고있다

보해양조㈜는 빠른 시일 내에 마트와

편의점에제품입고를완료하고본격적

인전국판매에나설예정이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워들을

대상으로이번신제품관련정보를지속

적으로제공하여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

할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화제의 부라더#소다 #딸기라알딸딸

SNS 조회수 80만건판매문의도급증

지난해 광주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가

6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전남은 90만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됐다 동시에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도 대폭 증가해 광주 3만

4000여대 전남은 3만여대로 광주전남 6

만대시대를열었다

20일국토교통부가내놓은 2015년자동

차등록현황에따르면지난해말현재광주

지역 차동차등록대수는 총 61만1280대로

전년 58만9334대에비해 37%증가했다

차종별로승용차 49만5835대 승합 2만

3843대 화물 8만9507대 특수 2095대 등

으로집계뙜다

전남은 89만7655대로 전년 80만7368대

에비해 118%증가했다

차종별로는승용차 62만5780대 승합 4

만1950대 화물 22만4021대 특수 5904대

등이다

전문가들은자동차등록대수가크게증

가한 것은 지난해에 다양한 신규 차량이

출시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젤 연료

에 대한 선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자동차 신규 등

록의 증가와 함께 수입차 등록도 크게 늘

어 수입차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해 광주 지역 수입차 신규 등록대

수는 3만4265대로지난해 2만6853대에비

해 7412대 276%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만3082대 특수 646대 화물

318대 승합 219대순이었다 승용과승합

의증가비율이각각 281%로높았다

전남의경우 3만48대로전년 2만2714대

에서 7334대 늘어 322% 증가했다 차종

별로는 승용 2만6777대 특수 2326 화물

745대 승합 200대순이었다 승합과특수

의증가율이각각 408%와 383%로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수입차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비싼 차나 허영심 등으로 대변되던 외제

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한데다 차 가격

이낮아지면서선호도가늘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차 대중화로 여겨질 만한 현상에

대해자동차판매업계한관계자는 2008

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해외 메이커들

이 2000만3000만원대에서시작하는비

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모델을 내세워 수

입차 시장을 확대해 온 점이 지속적인 판

매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지속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

한편전국자동차등록대수가지난해에

만 87만 2000대늘면서 전국자동차등록

대수는 총 2100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

타났다국민 246명당 자동차 1대씩 보유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입차는 지난해

말 기준 28만8272대로 전년보다 6만5000

대 292%나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집집마다車車車광주전남 150만대넘어서

광주 60만대전남 90만대 등록

광주 4%전남 12% 늘어수입차는 30%

전국 2100만대국민 246명당 1대 보유

종합건설업체의 수주가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위주로 옮겨가고 올

해 공사 수주액은 신규 주택물량 감소로

지난해보다줄어들것으로전망됐다

20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김

영구)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의

100억원미만공사수주액비중은 2012년

538%에서 2014년에는 446%로 감소했

다

반면 100억원 이상 공사 비중은 2012년

462%에서2014년 554%에높아졌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이소규모공사에서 100억원이상대

형공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내다봤다

수주영역은 대형공사로 바뀌고 있지만

수주액실적이나전망은밝지않다

도내종합건설업체의 수주액은 2012년

8조2601억원 2013년 8조4030억원 2014

년 9조9317억원에서지난해 9조3000억원

으로줄었다

올해수주액은지난해보다더욱감소할

것으로전망됐다

협회는 올해 대형 국책 건설사업이 없

는데다 지자체 신규공사 감소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올해 수주액이 지난해

보다 8% 감소한 8조5000억원에 그칠 것

으로예상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이 20142015년에 집중돼 올해부터는

지방의신규주택공급여건이악화할것으

로 보인다며 공공부분도 지자체의 재

원부족으로신규공사물량감소가예상된

다고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지역 종합

건설업체수는914개사로전국 1만1216개

사의 81%를차지했다 이 지역종합건설

업체 수는 2012년 939개사에서 2013년

897개사 2014년 889개사로 꾸준히 줄었

지만지난해다시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20일

여수상공회의소를 방문 지역 중소상공

인들과 간담회<사진>를 갖고 경제현장

의목소리를듣는시간을가졌다

이날 중소상공인들은 최근 지역경기

회복이지연되는가운데기업실적이악화

되고 있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

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의 지속성

장을위해적극적인세정지원이필요하고

정상적인경제활동을위축시키는일이없

도록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

소를요청했다

이에대해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애로업종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통해적극지원하고 사후검증세무

조사 축소 등을 통해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여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세정운영방향을설명했다

이어 납세자불편과부담을주는행정

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서납세자의애로사항을적극파악

하고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국세청 여수서현장소통

올지역건설수주전망어둡다

대형국책사업지자체신규공사주택공급감소

중소상공인애로청취

외국인투자자의한국증시이탈이끝

을모르고이어지고있다

위안화약세에따른원화약세로환차

손 부담이 확대된데다가 유가 폭락으로

오일머니가 대거 이탈하면서 외국인의

연속순매도기간이역대최장수준으로

길어졌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하루 231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로써 외국인은 지난 6일 한국항공우

주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인한순

매수 전환을 빼고 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실상 33

거래일연속 팔자 행진을벌인셈이다

이는 외국인의 역대 최장 연속 순매도

기간인 지난 2008년 6월9일7월23일

(33거래일 연속 8조9834억원 순매도)과

동일한수준이다

이번 순매도 기간에 팔아치운 주식은

5조8000억원규모다

외국인자금의이탈세가지속되며국

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

가총액비중도약 6년5개월만의최저치

로 떨어졌다 지난 18일 기준 외국인 보

유주식의시가총액은 397조9590억원으

로 전체 시가총액(1390조650억원) 중

2863%에그쳤다 이는 2009년 8월17일

(2856%) 이후 가장낮은수준이다

미국금리인상을앞두고시작된이번

순매도행진은중국증시의불안과유가

급락 등의 악재가 더해지며 새해 들어

강도가더거세진모습이다

이에증시는연일시름하고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34% 급락

한 184545로 장을 마쳤다 약 5개월만

의 최저 수준이다 홍콩H지수가 장중

8000선을 내주며 폭락하고 일본 증시

도장중 3%넘게하락하는등아시아주

요증시도동반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당

분간더지속될것으로보고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외국인이탈행렬코스피 와르르

33일간 8조9834억 매도187545 전날보다 4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