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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사이트중모바일쇼핑소비

자만족도 1위는쿠팡으로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

이션 이용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시장

점유율 상위 6개 업체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쿠팡이 5점 만점에 410점으

로가장높았다고 4일밝혔다

이어 티몬 400점 옥션위메프가 각각

398점 G마켓 395점 11번가 394점의

순이었으며 전체 종합만족도 평균은 399

점이었다

쿠팡은앱의검색환경과고객니즈에대

한 이해 정도를 평가한 화면구성과 고객

기대 부응(405점) 이용 후 느낀 주관적

감정을평가한 서비스감정(387점) 결제

시스템(374점)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

모바일쇼핑을선호하는이유에대해서

는 이용자의 713%가 시간과 장소의 제

약이없기때문이라고답했다

그 뒤를결제방식이간편해서(145%) 쿠

폰 및 이벤트가 다양해서(76%)가 이었

다 연합뉴스

모바일쇼핑앱 쿠팡

소비자만족도 1위

전남아파트매매가격이 SRT 고속철도

개통과개발호재등의기대감으로전국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 지

역도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거주선호도가

높은지역에대한실수요층의관심이지속

되면서상승세가이어졌다

한국감정원이지난 1일발표한 주간아

파트 가격동향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

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대비 0

02% 상승한 가운데 광주 지역은 003%

올랐다

이는 올들어 처음으로 전국 평균 수치

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세가격은 전주(0

04%)와 동일한 상승폭을보였다광주 지

역의 매매전세가격은 가을성수기에 접

어든 9월 26일(002%005%)부터오름세

로 접어들면서 10월 3일(004%005%)

31일(004%007%) 11월 7일(001%0

03%) 14일(002%001%) 21일(003%

004%) 등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전남지역은개발호재등의영향으

로여수시와순천시의상승세가지속되면

서 매매가격이 011% 상승했다 이는 수

도권평균(003%)과 지방평균(001%)을

뛰어넘는 수치로 부산(015%) 다음으로

높은수준을보였으며강원세종(006%)

서울(005%) 등이뒤를이었다

전세가격 역시 010% 상승 지난주의

상승률(009%)보다 높은 증가 폭을 보이

면서강세를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은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

드라인발표및은행권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등 지역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SRT 고속철

도 개통과 개발호재 등의 기대감이 높은

광역시 및 시군으로 관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주택감소세에도불구하고밝지않

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쏟아지는

분양물량에 주택인허가는 폭증하고 정부

의 청약규제에다 내년부터는 잔금대출규

제까지강화될예정이기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

년부터공급량이늘어나는상황에서주택

시장침체가지속하면집값과전셋값이하

락하고 역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지만 주택시장이 무너지

면 기존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로 인해경

제전반이흔들릴수있는만큼면밀한 모

니터링과대비가필요하다고말했다

이런 와중에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 아

파트분양물량까지쏟아지고있어건설사

들의 미분양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2

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신규 아파트에

6273가구가 입주한다 광주가 3654가구

전남이 2619가구에달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아파트매매가전국주춤광주전남은상승

주간가격동향 개발호재속전남 011%광주 003%

전세는보합공급 확대대출규제에내년전망은어두워

4일광주시광산구광주여자대학교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기아자동차광주공장이주최

한 나눔과사랑의축제한마당에서임직원과관계자들이화합의비빔밥퍼포먼스를하고

있다 왼쪽부터기아차광주공장엄원용지원실장 김승철광주1공장장 김진수광주2공장장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상균사

무처장기아차광주공장김종웅공장장기아차노동조합박주기광주지회장기아차노동조합김성락지부장 기아차제공

기아차광주공장화합한마당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돌

입을 결의한 가운데 노조가 실제로 파

업에 돌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

에서는 채권단의 지분 매각 절차가 진

행 중인 상황에서 쉽게 파업에 들어갈

수없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

4일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등에따

르면 노조원과 관련업계의 분위기가

파업은신중하게결정되어야한다는입

장이라며 올해안에는파업에돌입하

지않을것같다고밝혔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고용

보장과 임금인상 단체협상 등 생존권

보장을 최대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라

며 여러 상황을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할것이지만파업분위기에다다른것은

아닌것같다고말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회는지난12일이틀간광주곡성

평택공장조합원 2926명을대상으로쟁

의행위찬반투표를벌여재적조합원대

비 7286%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

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6월21일부

터 5개월간 16차례의임금및단체협상

본교섭을 가졌지만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지난달 18일

협상은최종결렬됐다

사측은 본교섭에서 ▲기본급 1% 인

상(수당의 기본급화 협의) ▲2015년 경

영실적 적자로 인한 성과금 지급 불가

▲2016년성과금은연말경영실적기준

으로 결정 ▲임금피크제 만 58세부터

만 61세까지 매년 기본급 10% 감액(만

57세 12월기본급기준) 등을제시했다

반면노조는▲임금 516% 정률인상

(기본급 23% 인상) ▲2015년 성과배

분 및 2016년 성과금 최저 보장 ▲매각

시고용보장등을요구했다

노조는 5일 임시 대의원대회와 간부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한

뒤쟁의대책위원회에서파업돌입여부

와수위등을확정할예정이다

한편사측은노조가쟁의행위돌입을

결의한 것과관련 최근지속적인 경영

실적의악화와경쟁력의저하로심각한

경영난을겪고있는상황에서노조의쟁

의행위 절차 진행은 회사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결국 협상을 더욱 어

렵게 만들뿐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

을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노조파업돌입하나

임단협결렬에쟁의투표가결오늘 대책위서일정논의

로또복권 (제7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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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2340471054

2 60678880

3 1431106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7

45

1908

96083

15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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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

상처음으로 25%를넘어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

험료등)을더한뒤이를그해국내총생

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복지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

큼 국민부담률 역시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것으로전망된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

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

tat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46%)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이 25%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우리나라의국민부담률은1999년(19

7%)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

로상승했다

2005년 225% 2006년 237% 2007

년 248%까지 오르던 국민부담률은 그

러나 2010년 234% 2011년 242%

2012년 248% 2013년 243% 2014년

246% 등으로소폭상승과하락을반복

했다

사상 처음으로 25%대에 올라섰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OECD 내에서는매우낮은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

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

(207%) 아일랜드(236%) 등세곳밖에

없었다 OECD회원국평균은 343%로

우리나라에비해 9%포인트높았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민들로

부터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는 뜻이

다 우리나라는향후복지지출확대등

으로재정수요가가파르게증가할것으

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부담률 역시 중

장기적으로계속오를것으로보인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전년(342%)에 비해 소폭 상승

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

한 1965년이후가장높은수준이었다

32개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의 국민

부담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7개국만

이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연합뉴스

국민부담률사상첫 25% 돌파

GDP 4분의 1이상세금연금납부전년비 07%P 늘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

은 광주CGI센터를 VR체험 3D프린팅

애니메이션 게임등을체험할수있는융

복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오는 7일부

터 3일간 내일로의 비상 2016 스마트 위

크데이행사를개최한다고 4일밝혔다

이번행사는진흥원의지원을통해창업

한기업들이한해추진한프로젝트 200여

개의 성과를 한자리에 선보이고 세미나

등을통해정보를공유하는자리다

7일 통합 개회식에는 최재유 미래부 2차

관 장병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스마트창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계

획과대책을주제로토크콘서트가열린다

8일에는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개소식을

한다 글로벌 체감형 게임 허브도시를 표

방하는 글로벌게임센터는 이번 개소식에

입주한 기업들의 다양한 VR체감형 게임

체험과 중국 일본 등에 선보일 새로운 게

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기업

투어도마련돼게임관계자들과관심있는

젊은이들의기대를모으고있다

행사 기간(79일) 지역 스마트 창업팀

약 40명이 참여하는 아이디어융합 워크

숍과 지역 콘텐츠기업 채용설명회 등 취

업준비생 1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콘텐

츠Job Conact 등도진행될예정이다

마지막 날 9일 아이디어융합 워크숍에

서는 우수 창업팀을 선정 시상한다 우수

창업팀에 선정되면 맥북 아이패드 등의

상품을 받을 수 있고 맞춤형 멘토단을 꾸

려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

다 창업팀간 아이디어를 융합해 콜라보

브랜드도구축할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역스마트창업기업한자리에

광주정보문화진흥원 CGI센터 79일 스마트위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