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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88830 (+2610) �금리 (국고채 3년) 143% (005)

�코스닥63495 (+1358) �환율 (USD) 121660원 (+85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광주전남지역의 경유가격이 10년여

만에 리터()당 1100원 아래로 떨어졌

고 900원대주유소도속속등장하고있

다

16일 오피넷에따르면광주지역평균

경유 가격(이하 리터당) 108177원이며

전남은 109979원이었다 전국 주유소

의 평균 경유 판매가격도 109853원으

로전날대비 240원내렸다

경유가격은지난해 12월 6일전국평

균 122354원에서 7일 1천22361원으로

소폭오른뒤두달넘게하루도빠짐없

이떨어지고있다

경유가격이당 1000원대로내려온

것은 2005년 7월 이후 10년 7개월만이

다

전국주유소경유가격평균은 2005년

3월 둘째주(97541원)를 마지막으로 세

자릿수시대가끝났다 이후같은해 7월

첫째주 107379원에서 둘째주 114552

원으로오르면서1100원대로올라섰다

900원대에 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도등장했다 광주시광산구 (주)평동제

일주유소(979원) (주)대원평동우리주

유소(997원) (유)본량주유소와 남구 새

롬주유소(999원) 등의경유가격이세자

릿수로내렸다

하지만경유가격이지금보다더떨어

지기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지난 1월 중순 배럴당 22달러대까지

떨어졌던두바이유가최근 20달러중후

반대까지상승했고국제석유제품가격

역시오름세로전환했기때문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

유현물가격은전거래일보다 236달러

급등한배럴당 2922달러로집계됐다

싱가포르 상품시장에서 경유 제품의

평균가격은지난해 10월당 44018원

에서 11월 42207원 12월 35738원 올

해 1월 28465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서는 지난 14일까지 평균 29186원

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다

국제제품가격은시차를두고정

유사의 공급가와 주유소의 판매

가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

만간 국내 주유소 경유 가격의

하락세도멈출것으로보인다

한편광주전남지역의휘발

유 가격도 1300원대를 유지하

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

의 휴발유 가격은 133432원이

고 전남지역은 135128원이었고

LPG 평균은 광주 71298원 전남

75844원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경유값 900원대 주유소 등장

당 평균광주 108177원전남 109979원

10년만에최저원유가상승에하락폭제한적

그린알로에가혈중중성지질과혈행개

선에도움을줄수있는복합기능성제품

인 그린맥알파플러스<사진>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밝혔다

그린맥알파플러스는 오메가3 철 엽산

등을주성분으로혈액순환을원활히돕는

다양한 부원료가 함유돼 혈관 청소는 물

론부족해지기쉬운영양소를보충해줌으

로써 바쁜 현대인들의 혈관 건강에 맞춰

진제품이다

그린알로에는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만

을 선별해 사용하며 합성보존료 합성착

향료 합성감미료를 함유하지 않은 3무제

품으로전제품에단 1%의중국산원료도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유명하다 이번 출

시한 제품은 3무 원칙에 충실함과 동시에

제형을동물성이아닌식물성연질캡슐로

만들어제품의고급화에도힘썼다

EPA와 DHA를 함유한 오메가3와 철

성분외에도혈액생성과혈액의호모시스

테인수준을정상으로유지시켜주는엽산

도주원료로함유했다

주차미그린알로에연구소장은 전세계

적으로 부동의 사망원인 1 2위가 여전히

심혈관질환을차지한다는점을감안할때

현대인의 혈관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

다며 이번 신제품은 현대인의 혈관 건

강을 위한 맞춤형 케어 제품으로 출시됐

다고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그린맥알파플러스로 혈관청소하세요

그린알로에신제품출시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남헌일

(67) 전광주테크노파크원장이선임됐다

광주상의는16일상의대회의실에서2016

년도 정기의원총회를열고남전원장을공

석인상근부회장에선임했다고밝혔다

남신임상근부회장은광주은행장직무

대행 우리금융그룹 우리 F&I 대표이사

신협중앙회 사무총장 (재)광주테크노파

크원장등을역임했으며중소기업지원공

로로산업포장을수상했다

남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을 사랑

하고애환을함께하는동반자의자세로기

업경영에대한자문역할과지역기관과협

력관계를 공고히 하겠

다며 기업애로 해결

에 앞장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고포부를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는 김홍균 남선석유㈜

회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상임의원

에는 전학관 ㈜나전 대표이사 이숙희 한

국여성경제인협회광주지회장임훈㈜광

주신세계대표이사정민호보해양조㈜영

업총괄본부장이선출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임광주상의상근부회장에남헌일씨

최근몇년사이도수(알코올함량)가낮

은 순한소주가유행하고있지만 소주본

연의 쓴맛을 찾아 도수 높은 전통소주를

찾는소비자도갈수록늘어나는것으로나

타났다

16일 하이트진로에따르면알코올함량

이 25도에이르는 진로골드의 지난해 판

매량은 17만5000 상자(1상자 360×30

병)로 1년 전보다약 10% 늘었다 더구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두 배로 불

었다

역시 25도의증류식 소주 일품진로 판

매량도 최근 3년 동안 ▲ 2013년 1만5000

상자(1상자 375×6병) ▲ 2014년 4만

2000 상자▲ 2015년 7만2000 상자등으로

해마다급증하는추세이다

가정에서 술을 담글 때 주로 사용하는

높은도수(253035도)의 참이슬담금주

의 작년 판매량(119만 상자)도 2011년(63

만4천 상자)보다 90%나 많았다 아울러

178도참이슬후레쉬와 201도참이슬클

래식의판매량비율도 7대 3 수준에서꾸

준히유지되고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특별히 높은 소

주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늘리지 않아도

판매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소주 본연의

쓴맛을선호하는소주마니아층이두터운

데다 최근 복고 열풍까지 불고 있기 때

문이라고분석했다 연합뉴스

소주는 써야제맛

진로골드일품진로등

25도전통소주매출급증

기아차의대표SUV인모하비가한단

계진보한 더뉴모하비로새롭게태어

났다

기아차는 16일 압구정동 국내영업본

부사옥에서상품성을대폭향상시킨더

뉴 모하비의 사진영상발표회를 하고 본

격적인판매에돌입했다

더뉴모하비는후륜구동방식을채택

한고성능대형 SUV다기존모델의 웅

장한디자인에고급스러운느낌을더해

한층존재감있는외관을완성하고유럽

의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 기준

을 충족하는 V6 S2 30 디젤 엔진과 각

종 안전편의사양을 대거 탑재한 것이

특징이라고기아차는전했다

국산 SUV 중 유일하게 장착된 30리

터급 디젤 엔진은 후륜 8단 자동변속기

와조합을이뤄최고출력 260마력 최대

토크 571kgfm의 세계 정상급 동력성

능을 자랑한다 복합연비는 107Km

이다

특히 요소수를 활용한 SCR(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 방식의 배기가스 저

감장치를 장착해 친환경성까지 겸비했

다

더뉴모하비는이번에정식출시되기

전에 사전계약이 4500대를 넘어섰다

전체 계약자 중 70%가 4050대 남성

이라고 기아차는 전했다 가격은 4025

만4680만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는 16일국내영업본부사옥(서울강남구압구정동소재)에서디자인을고급화하고유로6기준디젤엔진을탑재해상품

성을향상시킨 더뉴(The New) 모하비의사진영상발표회를갖고본격적인판매에돌입했다 기아차제공

친환경디젤엔진첨단 사양기아 더 뉴 모하비 출시

사전계약 4500대 넘어

한국은행이16일시장의예상대로 기준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자 3월 또는 4월에

는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확산하고있다

한은이이날금통위를열어연 1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금통위 위

원 7명 중에서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주열 한은 총

재의 금리 인하 부작용 언급에도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됐다 이 총재가

금리인하기대효과가불확실하고부작용

도예견된다면서추가인하여력이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언급 완고한 입장에

서한발물러선모습을보인것도금리인

하기대를자극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전제조건으로 경기 부

진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각국의 정책

공조움직임등을꼽고있다 연합뉴스

3월 or 4월기준금리인하기대확산

한은기준금리 8개월째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