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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

역본부(본부장 정건기)는 광주 효천2지

구 단독주택용지 등 총 24필지 1만9000

를추첨또는입찰방식으로매각한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2필지(2823)로지구별

로 보면 광주 효천2지구 2필지(510)

광주일곡지구 1필지(256) 등이다

또 순천 연향2지구 1필지(354) 여

천 돌산지구 1필지(184) 여수 엑스포

타운 7필지(1520) 광주전남혁신도시

종교시설용지 1필지(2276)도 추첨으

로매각한다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광주

진월지구 교육연구시설용지 1필지

(2169) 광주 첨단산업단지 일반상업

용지 1필지(1071) 광주 하남주단2지

구일반상업용지 1필지(551) 등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715) 여천 돌산 준주거용지 5

필지(1110) 대불 산업단지 근린상업

용지 2필지(7870)도입찰한다

매각토지는즉시사용가능하며일부

토지는 고객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할부납부조건으로공급한다

추첨입찰등의공급과정은LH 청약

센터(httpapplylhorkr)에서 인

터넷으로진행한다

다음달89일접수해10일추첨개찰

하며계약체결은다음달1416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광주전남지역본

부 토지판매부(0623603175 3176)에

서안내받을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권 주요 제조업체의 올해 신규고

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전망됐다

30일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에따르면

최근이지역 42개 제조업체를상대로실

시한 설문결과 지난해 대비 신규고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업은 524% 축소할

것이란기업은 476%로조사됐다

신규고용을 지난해 대비 05% 정도

늘릴 것이란 기업은 40% 510% 늘릴

것이란 기업은 8% 10% 이상 늘리겠다

는기업은 2%였다

신규고용 확대 이유로는 직원 퇴사에

따른지연감소분충원이525%로가장많

았다 다음으로 286%가 회사성장을이

유로신규채용을확대하겠다고답했다

반면신규고용을 05% 감소하겠다는

기업은 32% 510% 줄이겠다는기업은

8% 10% 이상 감소하겠다는 기업은 2%

였다

지난해보다신규고용을줄이겠다는기

업들은 그 이유로 구조조정 등 긴축경영

(333%) 경기 불확실성(333%) 등을 꼽

았다

이 지역 주요 제조업체들은 청년고용

과 관련해 571%가 신규고용 규모를 늘

릴 예정이라고 답했지만 405%도 줄일

것이라고답했다

청년층 구인 때 선호하는 직무는 사무

직 391% 조립기능기계조작직 391%

였다

청년층 신규고용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시기 지연 고용 관련 제도의 경직

성 중장년층과의일자리경합을주로언

급했다

제조업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

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을 조기에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응답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청

년층고용확대를위해대학등고등교육

기관의기업맞춤형교육 고용의 경직성

완화지역신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

출등을원하는기업들이많았다고밝혔

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지역 양식어업생산량이 최근 5년

간 크게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전남의 어업생산 점유율이 지난해 47%

까지높아진것으로조사됐다

30일호남지방통계청이내놓은 최근5

년간(20112015) 전라남도 바다의 변화

상 자료에따르면지난해전남지역어업

생산량은 129만3000t으로 5년 전인 2011

년 113만t보다 144%증가했다

전국대비어업생산량점유율은 2011년

412%에서 2015년 47%로 58%포인트나

높아졌다

전국 점유율은 2011년 412% 2012년

433% 2013년 467%에서 2014년 445%

다소 낮아졌다가 2015년 47%로 올라갔

다

어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일반해면

어업의경우 2011년 18만4000t에서 2015

년 13만4000t으로 272% 감소했다

전국점유율도 2011년 149%에서 2015

년 127%로 22%포인트낮아졌다

주요 품종별로는 전국 대비 점유율이

595%인 참조기 생산량은 2011년 3만

5610t에서 지난해 2만115t으로 435%나

줄었다

전국 대비 점유율이 17%인 멸치 생산

량도 4만8278t에서 3만2715t으로 322%

나감소했다

반면 천해양식어업은 이 기간 93만

8000t에서 115만2000t으로 228% 증가

했다

전국점유율도 2011년 635%에서 2015

년 697%로 59%포인트높아졌다

흰다리새우는이기간 1904t에서 4418t

으로생산량이무려 132%나급증했다

전복류 생산량도 6785t에서 7035t으로

늘었으며 전국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김류도 생산량이 2011년 25만7026t에서

지난해 31만3235t으로 219%나 많아졌

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전남의 일반해

면 어업 비중은 꾸준히 낮아지고 양식어

업 위주로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어업생

산량과 전국 점유율도 높아졌다고 설명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JB금융그룹광주은행이내달 1일 쏠

쏠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임

형을출시한다사진

이상품은전문가의도움을받아고객

별 투자성향에 적합한 맞춤형 모델포트

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가능하다

개별 종목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글로벌 ETF 펀드 위주로 구성

된 저위험형(2개) 중위험형(2개) 고위

험형(2개)의 총 6개 모델포트폴리오로

구성돼있다

광주은행은상품출시에앞서임직원

대상사전전산오픈을통해내부점검을

실시해 판매접점(POS)에서의 불완전

판매요소근절및소비자보호에최우선

으로 노력했다 중장기적 자산운용의

전문성과수익률을높이기위해경력 15

년의펀드매니저출신전문운용역도영

입했다 특히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채널도동시에오픈해지역적제약을초

월한판매망을구축했다

김경태광주은행WM사업부장은향

후에도광주은행은 IFA 투자자문업등

고객 니즈와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다양한혜택을제공하는데최선을다하

겠다고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

지역제조업체신규고용 정체

韓銀 42곳 설문확대하겠다 524%축소 476%

수산 1번지 전남생산량전국절반

지난해 129만3000t 5년새 144%전복점유율 80%

광주 효천2지구 1만9000 입찰

LH 순천여수등보유토지매각내달 89일 접수

광주은행 맞춤형자산관리 ISA 출시

위험분산 6개 포트폴리오투자극대화

30일오후광주지역 한백화점해외명

품관앞은사람들로북적였다 결혼과 성

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시즌특수 덕분에

고가의 해외 명품과 유명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이많은덕분이다 비슷한시각 광

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 옷가게에는 월요

일인 탓도 있었지만 찾는 사람이 전혀 없

었다

광주지역 유통가의 양극화가심화하고

있다 해외명품은잘팔리고있지만중소

상인들은최악의불경기를겪고있다

광주신세계에 최근 지역 백화점의 5월

매출이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명브랜드의 인기 역시 여전한 것

으로나타났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9

일까지 가정의 달의 맞이하여 다양한 테

마의 행사 및 이벤트를 기획진행한 결

과 해외 유명브랜드의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75% 신장한것으로나타났다

같은 기간 광주신세계 백화점 전체 매

출 신장률이 1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실적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5월

은 결혼(혼

수)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시즌특

수의 영향이 작용했다며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해외 유명

브랜드상품을합리적인가격에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시즌종료(재고 소진) 시

까지단계별로해외유명브랜드시즌오프

에돌입한다 각층본매장에서진행되는

이번해외유명브랜드시즌오프에는연중

세일을 하지 않는 버버리 페라가모

자딕앤볼테르 바네사브루노 아르마

니꼴레지오니 마쥬 등이참여해올시

즌상품을최대 30%까지할인판매한다

롯데백화점광주점에서진행된최근해

외명품 시즌오프 행사에도 소비

자의발길이이어졌다 오픈시작

부터 1층명품관앞에는고객들로

인산인해를이뤘다

이번 행사는 프라다 미우미

우버버리 에트로등유명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참여하여 최대

50%할인했다

이처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4

월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지난

해 4월보다휴일이더늘었고할인행사가

확대됐기때문으로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발표한 4월주

요 유통업체매출동향에 따르면 백화점

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

다각각 43% 17%증가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86%) 남성 의류(6

0%) 여성캐주얼(48%) 등 거의 모든 품

목의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마트도 85%

가 증가한 의류를 비롯해 가전(31%) 식

품(18%) 등의판매가늘었다

반면 중소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가정의 달을맞아 야외활동이늘면서 소

비자의발길이뚝끊겼다

광주시 충장로 A옷가게 업주는 과거

에도 5월에는매출이줄었지만올해는더

욱 감소폭이 크다면서 봄 상품이 어느

정도 팔려야 여름상품을 준비하는 데 날

씨가 더워져도 신상품 구입할 생각도 못

하고있다고말했다

이 일대 옷가게 업주들에 따르면 지난

해에비해올 5월에 1540%가량매출이

줄었다

가전제품을파는곳의사정도마찬가지

다 노트북과 컴퓨터 등의 판매가 늘어나

는 24월이지난뒤거의찾는사람이없

다는게업계의설명이다

광주시서구광천동 B전자업체관계자

는 지난 10년간의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올해가 가장 불경기인 것 같다면서

대부분전자업체들이손을놓고있는실

정이다고하소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악 불경기 극과극 유통가

지역백화점패션명품전인산인해

신세계매출 175%롯데 87% 

충장로옷가게매출 1540% 뚝

식당가전매장업주 10년간 최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