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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 위기

상황을 돕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산하지 못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전국 가입자 수는

77만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부금액도 5조

1000억원에달했다 이중광주전남가입

자 수는 광주 1만7944명 전남 1만4865명

이었다

가입률은 광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 9만8025명의 183% 전남은 11만

8240명의 126%이다

지역소상공인의노랑우산가입률은전

국 평균 234% 보다 낮아 전국 최하위 수

준이다 특별광역시 도시별 가입률을 살

펴보면 부산(165%)만 광주보다 낮다 울

산(305%) 서울(296%) 대전(266%) 세

종(266%) 대구(252%) 인천(251%) 등

은모두광주보다높다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폐업하

거나고령질병사망등으로사업을그만

둘때공제금을받을수있다

이같은장점들로전국가입률은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은 상대적으

로 관심이 적다 노란우산이 무엇인지 조

차 모르거나 단순 저축 상품이라는 정도

만 알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시각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외면받는 노란우산공제

폐업위기소상공인지원광주전남가입률전국최하위

�코스피202505 (229) 금리 (국고채 3년) 122% (000)

�코스닥70109 (431) �환율 (USD) 113420원 (007)

한눈에보는경제지표

광주전남 지역 주요 대기업과 협력업

체가다음주부터본격적인휴가에돌입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올해 휴가의 화두를

경제활성화에두고지난해보다 기간도늘

리고지역관광지에하계휴양소를운영하

는 등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직원들 복지증

진에애쓰는모습이다

27일관련업계에따르면 7000여명이근

무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다음달 1

일부터 5일까지 공장 라인을 올스톱하는

단체 휴가에 들어간다 하지만 3031일

8월 67일이토일요일인점을감안하면

길게는 9일까지 쉴 수 있다 또 직원들은

30만원의여름휴가비도별도로지급받는

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임직원들의 휴가

를위해올해완도와영암 2곳에서하계휴

양소를 운영해 임직원과 가족들이 이용

하도록 준비했다 올해에도 역시 가족을

포함 7000여명의 인원이 휴양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것으로보인다

금호타이어도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광주공장 2000여명 곡성공장 1800여명

의 임직원 모두가 여름휴가에 돌입한다

휴가기간에는 광주곡성 임직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한다

또휴가비로 50만원을준다

삼성전자 광주공장도 3000여명의 근로

자들이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단체 휴

가에 들어간다 이번 단체 휴가에 참여하

는 생산라인은 냉장고 세탁기 콤프레셔

(부품)이다 무더위가기승을 부리면서판

매가늘고있는에어컨생산라인은 8월중

순께단체휴가를갈예정이다

LG이노텍 광주공장도 사업부별로 일

부는28일부터나머지부서는다음달1

4일 4일간 하계휴가를 실시한다 동부대

우전자광주공장은다음달 1일부터 5일까

지 5일간여름휴가에들어갈예정이다

여수산단의 LG화학이나 GS칼텍스 등

도 이번주말부터 중적으로 평균 5일의 휴

가에 들어간다 하지만 장치산업 특성상

생산을중단할수없는석유화학업체들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교대로 휴가를 가는

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한다 광양지역 기

업 역시 8월 첫주 대부분 4일 정도의 휴가

를시행할것으로보인다

경기불황으로 구조조정 역경에 있는 현

대 삼호중공업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실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상임금의 50%를휴가비로지급할예정

이다

한편대기업협력업체가몰려있는하남

산단은 올 여름 57일의 하계 휴가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산단 관리사무

소에 따르면 근로자 50인 이상 70개 업체

를 대상으로 하계휴가 계획을 조사한결

과 7일이상시행하는업체는 25개로전체

의 357%를 차지했다 6일 시행 업체 11

4%(8개사) 5일도 357%(25개사)로 각각

조사됐으며 장기 불황탓에 휴가일정을 7

일 이상 계획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

세다

올해 하계 휴가비를 아직 확정하지 못

했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는 전체의

557%인 39개사로 나타나 최근 경기불황

을 반영했다 올해 휴가비로 상여금의

50100%를 지급하는 업체는 18개 업체

(257%)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체는 13개

업체(186%) 등으로조사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땅값 상

승률이각각전국평균 125%를밑돈 1

24% 114% 기록한 가운데 광주에서는

서구와 광산구 일부 동 전남에서는 담

양과 나주 일부 지역의 땅값 상승이 두

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27일국토교통부의 2016년상반기지

가변동률현황에따르면전국지가변동

률은 125% 상승하며 지난 2010년 11월

이후 68개월연속소폭의상승세를이어

갔다

광주는 124% 전남은 114% 상승했

다서구(170%) 서창동세하동용두동

(258%) 광천동(255%) 등이 상승했고

광산구(161%) 송정동(344%) 서봉동

운수동 박호동(292%)도 상승세를 주

도했다

이들지역대다수는재개발예정지역

또는인근으로상승세를이끌었다

전남에서는 담양군(190%) 담양읍(2

71%) 고서면(215%)등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고 나주시(148%)빛가람동(3

34%) 토계동송월동(223%) 등이상승

했다

이들 지역은 광주 인근이라는 지리적

장점에 따른 전원주택 이주개발과 빛

가람혁신도시 이주와 입주 영향으로 땅

값이상승한것으로보인다

반면 전남 목포(034%)는 구도심 일

대 주거 및 상업용지 수요 감소로 인해

복만동 보광동1가보광동2가보광동3

가(016%) 유동 금동1가금동2가(

004%)산정동 대성동(003%) 등은

하락했다 김대성기자bigkim@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

은 26일 광주은행 김환진 부행장(왼쪽)

과 전남문화관광재단 오영상 사무처장

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마당에서 전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기부금전달식을가졌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광주은행의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추진 중인문화예

술 후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광주은행

은 전남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남문화관광재단에 전달

했다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광주은행

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문화관광

재단 문화예술 프로그램 후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재단 지원

사업 보조금 전용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카드 사용액의 06%를 재단 문화예술

발전기금으로적립한다

광주은행 김환진 부행장은 문화예

술발전을통해지역사회에활기를불어

넣고 지역민의삶의 질을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

서겠다고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전남 문화예술발전기금 1천만원

땅값상승률 나주 빛가람동 최고

광주 124%전남 114% 광주는서구광산구상승주도

기아자동차가 선진시장에 비해 판매가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을 위

해 올 하반기 이후 신차를 잇따라 투입할

방침이다

기아차는하반기중국에서소형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KX3부분변경 모

델과 K2(국내명 프라이드) 완전변경 모

델 등 신차를 잇따라 내놓고 내년에는

쏘렌토급 현지 전략 모델 A세그먼트

SUV와 승용차 등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

이다

기아차 한천수 재경본부장(부사장)은

27일 상반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아차의 2분기 중국 판매가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개선됐지만 시장 기

대보다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하

반기 중국에서 무리한 볼륨 성장보다 수

익성 회복에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하반기에 KX3 리프레시 모델과 K2

풀체인지 모델등 구매세 인하 혜택을 누

릴 수 있는 신차의 조기 양산을 추진하겠

다며 기존 판매차종들의 현지전략 사

양을개발해승용차급에서도판매회복세

를되찾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또 2017년이후쏘렌토급현지전략모

델 A세그먼트 SUV와 소형승용 K5 플

러그인하이브리드등신규라인업의추가

확대를 통해 구매세 인하혜택 종료 이후

에도 판매 모멘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

고덧붙였다 연합뉴스

기아차신차출격中 시장부진턴다

KX3K2 등 구매세인하혜택미유럽엔친환경차공략
광주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광

주지회 센터장 이화신)는 광주시민발명

경진대회 예비대상자인 멘티와 IP전문

가멘토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

식재산 멘토 위촉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멘토들은 지식재산 전문

가 13명으로 구성했으며 특허청과 광주

시가 주최하고 광주지식재산센터와 광

주테크노파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

본부 공동주관하는 2016년도 광주시민

발명경진대회 아이디어선정 인원 35명

대상으로 약 3주간의 지식재산 및 창업

멘토링을지원하게된다

멘토링은 1대1 상담을 통해 단순추

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

고 3D프린터를 이용해 제품화 할 예정

이다 또 향후 사업화와 창업에 활용할

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다

이화신광주지식재산센터장은 올해

는 광주테크노파크와 한국도로공사 광

주전남본부등유관기관공동협력을통

해 최근 이슈인 아이디어 기반 창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D프린터를 통한 제

품구현와 지식재산 권리화 한국도로공

사휴게소청년매장입점지원을비롯해

다각화된 방향으로 잠재되어 있는 아이

디어를 창업까지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말했다

문의 0626049246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지식재산센터창업멘토링지원

잠시 스톱지역 산업계 휴가 돌입

다음달 15일 집중대기업 상여금지급휴양소운영

휴가비빈익빈부익부여전재정열악 56%는 계획없어

발명대회선정아이디어 35건 특허 취득제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