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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대표이사임지선)가아이

돌걸그룹 걸스데이를모델로발탁 대

표 제품들에 변화를 주는 가운데 소주

제품인 잎새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변신에나설예정이다

보해양조㈜는잎새주의새모델을걸

스데이의 혜리로 선정하고 병 라벨을

교체한 잎새주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

면서오는 8월께소주제품의가격을인

상할계획이다

보해양조(주)는지난해하이트진로의

참이슬 가격 인상 후 소주업체들이 차

례로 가격을 올렸지만 홀로 출고가를

동결해 왔으나 공병 취급 수수료 인상

등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

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

께 4년만에걸스데이혜리를모델로전

격 발탁 잎새주에 발랄한 젊음의 기운

을불어넣어새롭게선보일계획이다

병 라벨 전면은 잎새주 고유의 글씨

체는유지하되가로체에서세로체로바

꿔깔끔하고 산뜻한느낌을살렸다 잎

새를 의미하는 단풍나무 잎을 부각하

고 라벨 상단에는 캐나다산 메이플

(Canadian Maple) 로고를 넣어 메이

플소주임을강조했다 특히병라벨후

면에는 시원한 연둣빛 의상을 입은 혜

리를 배치해 정겹고 싱그러운 감각을

더했다 최재호기자 lion@

혜리처럼상큼해진보해 잎새주

리뉴얼후다음달가격인상

전세가격폭등에따라올해상반기전세

대출이18%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기업구조조정으로은행의리스크관리가

강화되면서대기업대출은6%순감했다

상반기 전세대출 증가율은 주택담보

대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신용대출

의 증가율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가장 빠

른속도를보였다

17일은행권에따르면KB국민KEB하

나NH농협신한우리은행의 전세대출

은작년말 23조6636억원에서올해 6월말

27조9273억원으로 4조2637억원(180%)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조

4144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국민은

행(8734억원) 농협은행(8642억원) 신한

은행(7604억원) 하나은행(3513억원) 등

의 순으로 많았다 전세대출의 이런 증가

율은여타대출을압도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461% 증가해 전세

대출바로뒤를이었지만증가율자체는 4

분의 1수준에불과했다

신용대출(288%) 중기대출(238%) 주

택담보대출(230%) 등도증가했지만전세

대출증가율에는크게미치지못했다

대기업대출은 기업 구조조정여파로은

행들이리스크관리에들어가면서작년말

에견줘 608%(5조5586억원) 줄었다

대출금액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

6296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개인사

업자 대출 7조5709억원 전세대출 4조

2637억원 중소기업대출 3조9247억원 신

용대출 2조4320억원등의순이었다

전세대출이증가율뿐만아니라증가액

에서도 전세대출보다 덩치가 훨씬 큰 중

소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능가한 셈이

다 중소기업대출잔액은 128조원 신용대

출잔액은86조원으로전세대출잔액의각

각 47배 32배에달한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는 10년 이상 된 경유 차량

을폐차하고신차를구입하는고객들에게

차값을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

원하는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 프로

그램을실시한다고 17일밝혔다

정부가 10년이상노후경유차보유자를

대상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

면해주는정책을시행하는것에발맞춰추

가지원프로그램을마련한것이다

현대차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이 차량을 폐차한뒤 엑센트 아반떼

i30 벨로스터 쏘나타 i40 투싼 등을 구

입하면 50만원 그랜저 아슬란 제네시스

(DH) G80 EQ900 싼타페 맥스크루즈

를구입하면 70만원을지원한다

기아차는모닝레이 니로등은 30만원

프라이드 K3(쿱 포함) K5 쏘울 카렌

스 스포티지 모하비등은 50만원 K7 K

9 쏘렌토 카니발은 70만원의 차값을 지

원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전세대출 상반기 4조2637억 급증

전세난기준금리인하영향대기업 대출은 6% 하락

노후 경유차교체시

최대 120만원 할인

현대기아차신차교체프로그램

흥한건설이광양시덕례리산 41번지

일원에 선보이는 흥한 에르가 광양가

지난 15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나섰다

흥한 에르가 광양은 디자인과 품격

품질을 갖춘 명품 임대 아파트로 지하1

층지상20층 6개동으로구성됐다조

감도 전용면적 59(130세대)와 71

(290세대) 총 420세대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이다 전 세

대 남향 위주의 판상형 구조와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 했으며 단지 내에는 육

아공간 휘트니스 실버존 작은 도서관

등 일반 분양 아파트에 도입되는 커뮤

니티시설이조성된다

광양도심이나인근순천시와의접근

성도좋다순천이마트와NC백화점광

양역 광양버스터미널 등 광양과 순천

의 주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수월하

다

또아파트단지가들어서는덕례지구

가 오는 2020년 완공되는 광양만권 경

제자유구역의 개발 수혜지역이란 점이

나 대형쇼핑몰과 상업시설 공원으로

조성계획된 덕례지구 개발이 추진되

는 지역이란 점이 개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기대된다

일반적인 임대아파트와 달리 고품격

마감재와첨단시스템설계를적용한점

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유해성분을 줄인

친환경 마감재를 도입했고 핸드폰으로

조명 난방 가스등을원격제어할수있

는홈네트워크시스템도설치된다

견본주택은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671번지에있다문의 18998494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친환경첨단아파트 흥한 에르가광양

광양만권개발수혜흥한건설덕례지구 420세대 공급

초복(初伏)을맞은 17일낮 12시광주시

동구의 한 식당 앞에는 삼계탕을 먹기 위

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겨났다

복날대표보양식으로인기인삼계탕을전

문적으로 하는 이 집은 대부분 직장이 쉬

는 일요일이었던 이날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손님으로 북적였다 하지만 동구

의다른삼계탕전문점은생각보다손님이

많지 않았다 입소문을 탄 식당으로만 손

님이 몰리고 중소형 삼계탕 집은 평소보

다 2050%가량매출이올랐을뿐이다

여름철 보양식 중 하나인 보신탕집 풍경

도 마찬가지였다 유명한 식당으로만 사람

이몰리고 반려견문화가확산하면서중소

형보신탕집은한산한분위기였다

이처럼 일부식당에만 복날손님이몰

리고전체적으로관련식당의매출이과거

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삼계탕과 보신탕 등

의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식당에

서비싼 보양식을먹는대신 인터넷 쇼핑

몰 등지에서 재료를 구입해 집에서 손수

요리를 해서 먹는 소비자들도 늘어 복날

특수도 예전처럼 풍족하지 못하다는 게

업계관계자의설명이다

이날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

만원1만4000원이었던광주지역삼계탕

가격이 최근 1만4000원1만9000원으로

치솟았다 재료인 닭 가격이 오르고 인건

비와식당월세등이상승한탓이다

이는 서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

울종로구등지의현재삼계탕가격은 1만

6000원수준이다

특히광주지역일부삼계탕집에서는좀

더큰닭을재료로쓰거나한약재등을첨

가하면서 앞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전

복문어 능이버섯등을첨가한식당은더

욱높은가격을부르고있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삼계탕용으로 많이

쓰이는 삼계 4555호의 13일 현재 생닭

가격은 318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삼계탕 식당들은 이 같은 가격 차에 대

해 식당에서 파는 삼계탕 가격에는 각종

부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생닭 가격과 단순 비교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너무 비

싸못먹겠다는소비자도늘고있다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를끌고있는 장

어탕의 경우 1인분에 1만원에서 2만원까

지다양한가격에손님들에게제공하고있

으며 민어탕은 1만8000원부터 2만5000원

까지받는경우도있었다

회사원 김의태(43광주시 북구 신안동)

씨는 여름철에 서민들이 닭을많이 먹었

던 것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양식이었

기때문인데이제는큰맘먹고겨우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다면서 차라리 집에

서 닭 서너 마리를 사다가 요리해서 배불

리먹는게낫다고말했다

이에최근유통가에서도저렴하게보양

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음식재료 판매

에열을올리고있다

이마트는 오는 20일까지 삼계탕 재료

할인 행사를 펼친다 토종닭을 제외한 백

숙용닭 전 품목과 전복 국산낙지 찹쌀

인삼등삼계탕재료행사상품가운데 4개

이상구매한고객에게 20%추가할인혜택

을준다 오광록기자 kroh@

삼계탕 1만9천원까지서민 보양식 맞나?

생닭가격은 3180원소비자들 너무비싸못먹겠다

민어탕장어탕도 2만원대외식대신집에서조리늘어

로또복권 (제7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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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2277413358

2 60385961

3 1424656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7

44

1865

89898

14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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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모델이 PC 보상판매특별전을소개하고있다 삼성전자는오는

9월30일까지구형삼성노트북을반납한고객에게최대 60만원의할인혜

택을주는PC보상판매특별전을진행한다 삼성전자제공

삼성구형노트북가져오면 60만원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