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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레미콘아스콘 구매입찰의 경쟁성 확

대를 위해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

를현행 5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완화

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이러한 내

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조달

청 고시)을 개정 오는 18일 입찰공고분

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레미콘아스콘은 추정가격 50억원 이

상구매시일부기업의독점납품을방지

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

급체간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으나 중

소기업 협동조합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

지하고 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간 공

동수급체의실적은미미한실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골드클래스는14일 최근견본주택을

열고 신(新)일곡 골드클래스의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북구삼각동에위치한 신일곡

골드클래스는 골드클래스가 광주지역

에 5번째로 선보이는 아파트이며 중도

금무이자혜택과전매제한까지없어실

수요자뿐아니라 투자자들의높은관심

을받고있다

지하 1층지상 18층 6개동규모이며

전용 75 216가구와 전용 84 111가

구등총 327가구로구성된다

신일곡 골드클래스는 광주광역시

북구내에서가장주거선호도가높은일

곡지구의 초입에 위치해배후수요가 탄

탄하다

일곡지구는고려고숭일고등이른바

엘리트학군지역으로자녀교육을염두

에두는학부모들사이에서특히인기가

높다

특히 광주 지하철 2호선의 노선확정

으로 삼각역(가칭)이 근거리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통팔달의교통망도그인기에한몫

을한다 서광주IC와 용봉IC 북광주IC

를 통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호남고속도

로확장사업과현재는진출만가능한용

봉IC의진입도로도개설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삼각초교가 위치해 자

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고려

고 국제고 전남여상도인접해있다

청약일정은오는 18일 특별공급을시

작으로 19일 20일 각각 12순위 접수

26일당첨자를발표한다

신일곡 골드클래스의 견본주택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NC광주역점 맞은

편에마련됐다 문의 062513399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등 독

일 3사의 매출액이 8조원을 넘어선 것으

로나타났다

특히 벤츠는 수입차 업체 최초로 연간

매출 3조원을 돌파하면서 아우디폭스바

겐을제치고매출 1위에이름을올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벤츠코리

아의 매출액은 3조1415억원 BMW코리

아 2조8757억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조8185억원이었다 이들 독일 3사의 국

내법인매출액을합하면총8조8358억원

에달한다

수입차 업체가국내에서연매출 3조원

을달성한것은벤츠가처음이다 벤츠의

작년 매출액은 전년(2조2045억원) 대비

무려 425%나 증가했다 벤츠코리아뿐

아니라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

리아까지독일 3사모두지난해매출액이

전년보다늘었다

이들 3사중에서재작년까지매출순위

선두를 달렸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2조8185억원을기록 벤츠뿐만아

니라 BMW에도 추월당하며 3위로 밀려

났다이는작년디젤엔진배출가스조작

파문의영향으로분석된다

독일 3사의실적은국산차업체들과비

교해도두드러진다

지난해 현대차의 내수 매출액은 19조

34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는 11

조6408억원을기록했다 이어한국GM 2

조5501억원 쌍용차 2조5005억원 르노

삼성 2조1488억원순이었다국내완성차

업체 35위인 한국GM 쌍용차 르노삼

성의 매출 합계는 총 7조1994억원으로

지난해 독일 3사의 매출액보다 1조 6000

억원이적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의 지난해 매출

액순위는현대차 기아차에이어독일 3

사가 35위를 차지했고 한국GM쌍용

차르노삼성은 68위를기록했다

연합뉴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한기정)는 지역중소기업의M&A를통

한외형성장과경쟁력향상을지원하기

위해 M&A보증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

라고밝혔다

M&A보증이란 인수피인수기업이

모두중소중견기업인경우인수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M&A에 필요한 자금

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금융회사의 대출 위험

을경감시켜주는보증상품이다

신보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M

&A는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국내기업

간 M&A로서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는

합병 주식인수 영업양수등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보

증을받을수있고 지식기반업종영위기

업 부품소재기업 기술집약산업영위기

업등과같은지식기반기업의경우최대

70억원까지지원을받을수있다

한기정본부장은 호남지역에서 중

소중견기업의M&A가활성화될수있

도록 보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중소기업M&A 자금보증지원

신보호남본부 최대 70억원까지

조달청 레미콘구매입찰경쟁확대

엘리트학군에 新 일곡골드클래스

초중고 인접사통팔달교통망327가구 공급

벤츠 지난해수입차판매 1위

첫年매출 3조 돌파독일 3사 8조원매출

금호월드 상가SW업체 협업으로 상생

지역상인들이국내소프트웨어업

체와프로그램공급계약을추진하고

있어눈길을끌고있다

최근 외국산이나 저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추세에따라국내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소상공인과의상생이주목받

고있다

특히중소상인들이프로그램개발

업체와의협업을통해적극적인마케

팅을 펼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현

상이다

14일광주금호월드에따르면입주

컴퓨터판매상인들이최근한글과컴

퓨터와협약을맺고프로그램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금호월드 컴퓨터 상

가상인들이판매하는컴퓨터에한글

과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한다는 것

이다

흔히 컴퓨터 매매의 경우 운영 프

로그램등을소비자나판매자가선택

하게된다 가령컴퓨터의운영프로

그램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을 선

택하게 되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금

호월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한글과컴퓨터

의프로그램을사용한다는것이다

이협약이주목받는것은소상인과

국내업체가적극적으로협력에나섰

기때문이다

최근일부국내컴퓨터판매업체들

이MS워드등해외프로그램을선호

하고있어한때 국민문서작성프로

그램이었던 한글과컴퓨터의 위상도

흔들리고있다

컴퓨터매입가격에프로그램가격

이 포함돼 있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

자가 컴퓨터를 살 때 세부적인 프로

그램을 살펴보지 않고 있다 이 때문

에최근젊은층에서는한글과컴퓨터

를아예사용하지않는경우도많다

컴퓨터판매과정에국내프로그램

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매매

과정의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이

후새로운프로그램판매에도악영향

을미친다

한 번 사용한 프로그램에 익숙한

소비자들이시간이지난뒤업그레이

드된기존의프로그램을재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컴퓨터 판

매 단계의 프로

그램 선택이 중

요하다

금호월드 관계자는 현재 한글과

컴퓨터 측과 협의를 마쳤고 금호월

드 상인을 위한 프로그램 패키지를

생산하기로 했다면서 소비자에게

도움을될수있도록 1만원대에한글

과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협

의중이다고말했다

또상인과국내프로그램제작업체

의 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업

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공급도 계

획하고있다

한편 금호월드에서는 한 해 5만대

의컴퓨터가매매되고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글과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 1만원대 공급키로

컴퓨터판매가낮추고국내업체프로그램확산 윈윈

지난달주택매매와전월세거래가모두

전년보다 두 자릿수 퍼센트로 감소한 것

으로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에따르면 3월 주택거

래량은 7만7853건으로 지난해 같은달보

다 304%적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8311건 지방

이 3만9542건으로 각각 342%와 263%

주택거래가감소했다

서울 강남(6424건409%)과 대구

(1992건633%) 광주(2213건490%)

등 수도권을 뺀 광역시(1만5143건26

4%)의주택거래가큰폭으로줄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는 4만9179건

거래돼 380% 연립다세대주택은 1만

6614건으로123% 단독다가구주택은1

만260건으로 113%줄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광주 주택 매매절반 뚝

3월 2213건 줄어

최소구성원수 5인2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