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8월 9일 화요일제20305호��
경 제

�코스피203112 (+1318) �금리 (국고채 3년) 125% (+002)

�코스닥69643 (+034) �환율 (USD) 110830원 (21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광주를찾은중국관광객이백화점에서

쓰고간돈은평균 5만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 큰 손인 유커 효

과를전혀거두지못하고있는셈이다 정

기 항공편과 면세점 등 변변한 쇼핑 시설

이없는탓이다

지역 유통가에 따르면 지난 6일 롯데백

화점 광주점에는 중국인 관광객 200명이

다녀갔다 오후 4시무더위가기승을부리

고 있을 시간 관광차 여러대가 백화점 정

문 앞에 주차됐고 가족단위 중국인 관광

객이백화점직원환영인사와갈증해소를

위해마련된음료서비스를받으면서일제

히백화점으로들어갔다

지난 2015년 1월부터무안공항이무비자

입국 환승공항으로 지정되면서 이 백화점

을찾는중국인관광객수가크게늘었다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120시간(5

일) 동안무비자로국내여행을할수있어

광주전남권 관광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

하지만중국인관광객이이백화점에서

쓰는비용은평균적으로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사이로집계됐다

이는짧은시간쇼핑을마무리해야하며

다수의 사람과 함께 다니는 어려움이 있

어선호하는제품만보고면세점과가격차

이가있어쉽사리구매로이어지기가힘들

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

쇼핑이자유스럽지못한점도크게작용한

것으로분석됐다

이들중국인관광객이이백화점에서가

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화장품과 홍삼세

트로나타났다

반면 제주와 서울 부산 등지는밀려드

는 중국 관광객들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마트의제주 3개점은이마트중국관광

객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유커의

발길이이어지고있다

통상 전세기가 운항하는 3월10월 중

국인들이 광주전남을 많이 찾지만 비수

기인 12월2월에는 중국인의 발길이 줄

어든다 중국과광주전남을잇는정기노

선이없어전세기가운항하지않는기간에

는 중국인 관광객을 발길이 끊기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광주전남을 찾는 상당수의 중

국 관광객은 장흥제주 제주장흥을

오가는여정에광주를경유하고있다

이에롯데백화점광주점은중국인관광

객을위해올 9월부터백화점정문에중국

인전용안내데스크를상시운영할계획이

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광버스에서 내

리자마자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서비스를강화하고중국인관광객

고객대상으로 별도구매고객에게사은품

도증정한다

지역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기를

늘리고 체류형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지

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

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

달간화장품등중국소비관련대표종목

의 주가가 평균 18%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8일 내놓은 사드 쇼크 1개

월 투자전략의 재구성 보고서에서 지난

5일현재중국소비관련대표주 10종목의

시총이 50조6천억원으로 사드 배치 발표

직전일인 7월7일(61조8000억원)보다 11

조2000억원줄었다고분석했다

이기간코스피는26%상승했지만해당

10개사의주가는평균182% 떨어졌다

종목별로는 엔터테인먼트주인 에스엠

주가가 3만8400원에서 1만8150원으로 26

7% 하락해충격이가장컸다 연합뉴스

한국광산업진흥회(회

장 이재형)는 최근 인도

네시아시장에진출한광

주지역 광통신 컨소시엄

이 현지기업과 1000만

달러의 광통신 부품 수

출계약을 체결했다고 8

일밝혔다

이번 성과는 2013년도

부터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해온 광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의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의 결과

다

글로벌광통신(대표 박인철사진 오

른쪽 두번째)이 주관한 컨소시엄에는

고려오트론 골드텔 링크옵틱스 옵토

마린웨이브시스컴등총 6개의광통신

관련기업이참여했다컨소시엄은인도

네시아 댁내광가입자망(FTTHFiber

To The Home)시장에 이번에 계약한

광케이블을비롯한광통신관련자재납

품물량공급을이달부터본격적으로추

진하기로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 테크

놀러지 까르야 만디리 관계자는 한국

의 FTTH토탈솔루션의도입으로인도

네시아 광통신 시장의 발전을 기대한

다고말했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

장은 광주시로부터보조금을지원받아

광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추진해온

지 4년째가 되고 있다며 해외사절단

파견 유망전시회 공동관 운영 해외바

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업체들의 해외진출 기반마련에 최

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같

은유통제조업체라도업태나업종에따

라미묘한표정차이가나타나고있다

백화점의경우 90%의선물세트가5만

원을 넘는 김영란법 저촉 대상인 반면

마트나 편의점은 5만원 이하 선물 비중

이 8090%에이르기때문이다 상대적

으로저가선물세트구색이풍부한식품

업체도반사이익을내심기대하고있다

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추

석 선물세트 매출 가운데 85%는 5만원

이상가격대의선물이차지했다 현대백

화점에서도올해설이나작년추석당시

5만원이상선물의매출비중은 약 90%

수준이었다

반면 대형할인마트의 입장은 백화점

과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 설 이마트에

서 팔린 선물세트 가운데 대부분인 87

8%(수량 기준)가 김영란법과 무관한 5

만원미만 선물이었다

지난해추석이마트선물중 5만원미

만의수량비중도 891%에이르렀다 매

출기준으로도작년추석과올해설 5만

원미만선물의비중은6769%수준이

었다

편의점의상황도마트와비슷하다 편

의점 씨유(CU)의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선물 매출 가운데 각각 70% 72%가

5만원대미만의선물이었다

식품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오히

려 명절 선물세트 판매가 늘 것으로 기

대하고있다햄참치등통조림과식용

유 등 가공식품으로구성된선물세트는

대부분 5만원을 넘지 않아 김영란법의

영향을받지않기때문이다

올해추석선물은김영란법규제대상

이 아니지만 식품업계는 고가 선물세

트가 위축되는 현상이 미리 나타나면서

합리적가격대와실용성을 앞세워가공

식품선물세트가인기를끌것으로기대

하고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1개월

만에 다시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

했다 국가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sta�

ble)으로제시해현재수준을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S&P가 8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상향조정

한다고발표했다고밝혔다

AA등급은전체 21개등급중 3번째로

높은등급이다한국이 S&P로부터AA등

급을부여받은것은사상최초다

중국(AA전망 부정적)보다 한 단계

높고일본(A+)보다는두단계위다

S&P 기준으로볼 때 AA는 영국 프랑

스와같은등급이다 다만 이들국가의신

용등급 전망은 한국보다 나쁜 부정적

(negative)이다

S&P는 한국이 최근 수년간 선진 경제

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대외순채권상태로전환되는등대외부문

지표가개선됐다고평가했다또통화정책

이견조하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지원

해왔다는 점도 등급 상향 조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S&P는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한배경에대해지정학적위험이크게증대

되지않을것이라는전망에바탕으로두고

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별다른변동요

인이없으면 앞으로 2년간신용등급이내

려가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

앞으로신용등급상향요인으로는추가

적인 성장을 통한 경제 성과와 안정성 강

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지정학

적긴장이고조되는점은신용등급을하향

조정할수있는요인으로들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유커 광주서는 짠 손
백화점에서쓰는돈 1인당 510만원그쳐면세점선호등영향

지난6일롯데백화점광주점을찾은중국인관광객들이백화점서무료로나눠준음료수를마시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광산업진흥회 인도네시아진출성과

광주글로벌광통신컨소시엄 1000만달러수출계약

사드 쇼크 차이나株 11조2천억증발

화장품엔터주등한달새평균 18% 하락

김영란법 업종 따라희비

백화점 5만원넘는선물 90%마트식품업체반사이익기대

S&P 한국 신용등급 AA11개월만에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