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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KB국

민은행과 광주상공회의소 중소 회원업

체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나

선다고 18일밝혔다 광주상의가특별펀

드기금으로예탁한금액은총 30억원으

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3억원

한도의 대출과 연05%+α의 이차보전

혜택을지원한다

광주상의관계자는이번협약에따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

로줄여주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

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방안을추진할것이다고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 5월 광주은행

과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업

은행과 60억원 규모의자금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

에서 2%대중반으로내려잡을전망이다

취업자 증가 폭 역시 30만명에서 20만명

대로하향조정한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공기관의 인프라 투자 등을 늘리

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

시 확대된다 청탁금지법과 맞물려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골프장 등 레

저업계를지원하기위한방안도추진된다

18일기획재정부등에따르면정부는이

같은내용을담은 2017년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8일께발표할예정이다

정부는우선관심을모은내년경제전망

과 관련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

로내려잡을것으로보인다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내년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예상했다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

선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에다 박근

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청탁금지법

시행등내부악재까지더해지면서하방위

험이커졌다

다만정부성장률전망치는목표치성격

도있어하향조정폭을놓고막판까지고

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

당초 30만명으로전망했던내년취업자

증가폭역시20만명대후반으로하향조정

할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이같은상황에서우리경제성장

을 제고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

행 공공기관투자확대등재정보강을추

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강도 높

은부채관리로자금여력이축적된공공기

관을중심으로필수공공서비스에대한투

자를확대하는방안이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수익성이 좋고 규모가 큰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위주로공공투자를확대하는방안이유력

하게검토되고있다

한전의 경우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대

공동주택 충전실 설치 확대 등에 대한 투

자가예상된다 LH는기존노후주택을매

입해개량한뒤서민층임대주택으로공급

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될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취업난을겪고있는청년층주거

안정을위해올해시범사업으로진행됐던

청년리츠사업을내년본사업으로확정해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2600억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를 2000호늘리기로했다

청년리츠는최장 10년간임대주택을저

렴하게이용한뒤입주자매입우선권을활

용해취업이나결혼후에도거주할수있는

제도다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인 39세

이하청년들이지원대상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광주지역 주거시설 업무상업

시설의 경매 낙찰가율은 상승한 반면 전

남은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광주

의 토지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하락했지

만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지난 2001년 1월 경매 통

계 작성 이후 2번째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내

놓은 2016년 11월 지지경매동향보고서

에 따르면 전국 법원경매 평균 낙찰가율

은 733%로전월 758%보다 025%포인트

하락했고 전년동월 728%보다 005%포

인트상승했다

광주의 법원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98

2%로 전월 855% 전년동월 837%에 비

해 각각 127%포인트와 145%포인트 상

승했다 광주 법원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제주(983%)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높

은수치다

주거시설경매낙찰가율은전월올해최

저치인 903%까지 하락했으나 11월들어

42%포인트 상승하면서 945%를 기록했

다 경매는총 94건이진행돼이중 39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수도 소폭 상승해

59명을기록했다

물건 중 광산구 쌍암동 안양에드가1차

아파트 26 아파트 경매에 19명의 응찰

자가 몰려 11월 광주 주거시설 최다 응찰

자 물건이 됐다 해당 물건은 감정가의

65%인 5800만원에낙찰됐다

업무상업시설은 54건이 경매에 나와

1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46%포인트상승한 874%를기록했다

특히 평균응찰자수가 49명으로 올 해

들어가장많았다 물건중광산구명도동

에 소재한 창고 경매에 18명이 몰리면서

11월 업무상업시설 최다응찰물건으로 기

록됐다

토지 평균 낙찰가율은 1260%로 전월

2042%보다 하락했으나 전국 최고를 기

록했다

전남 지역 11월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710%로 전월 724% 전년동월 862%보

다 각각 14%포인트와 152%포인트하락

했다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는 109건으로

이중 59건(낙찰률 541%)이 낙찰됐다 평

균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22%포인트 하

락한 783%를기록했다

낙찰된 59건 중 26건이 단독다가구 주

택이었으며 33건은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었다

물건 중 목포 옥암동 근화옥암베아채

아파트 85 경매에 25명의 응찰자가 몰

려 감정가의 99%인 2억5023만원에 낙찰

됐다

업무상업시설은 74건으로 이 중 24건

(낙찰률 324%)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542%로전월 588%보다하락했다

토지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 7월 지난 7

월 923%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세를 보이며 1072%를 기록했다 2001년

1월 경매 통계 작성이후 두 번째 높은 낙

찰가율이다 최고기록은지난 2012년 6월

1196%였다

토지는 총 493건이 경매에 나와 이중

241건이 낙찰됐다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임야 3372가 경매에 나와 40명의 응찰

자가몰려감정가의 1084%인 1827만원에

낙찰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토지 경매 낙찰가율 전국 최고

전국최대보청기전문네트워크를보

유한 (주)금강보청기는 이달 말까지 65

세이상고객을대상으로올해신제품인

K24를 150만원(원가 330만원)에 할인

판매한다고 18일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전국

110개 금강보청기 센터에서 제품을 구

입할 수 있다 국가보조금 지원액은 국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1만원 일반 65세 이상은 117만9000

원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K24 제품은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는 물론 소리를 미세

조절할수있는24개구간으로구성돼있

다 또 K24는 수많은 난청인들의 다양

한 요구를 충

족시키고자 업

계최고인 금강

보청기만의 혁

신적인 청각

테크놀로지에

의해 탄생한

제품으로한층업그레이드된다양한기

능이추가되어보다선명하고깨끗한음

질을제공한다 12채널 12밴드조절기간

과보청기분실시 6개월이내는같은제

품으로 무상 재 제작 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한장점이다

기존 제품보다 어음조절기능과 음악

오디오 기능을 강화 난청과 이명을 동

시에해결할수있도록했다문의1588

5233 김대성기자 bigkim@

금강보청기 신제품 K24 반값 할인

65세 이상 150만원에

2%대 중반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전망하향

지난달 1260%전월 2042%보다는하락

전남 1072% 4개월째 고흥 임야 1084% 낙찰

로또복권 (제7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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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4016725125

2 46979242

3 1362064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4

57

1966

101369

16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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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증가폭 30만20만

한전LH 투자대폭확대

광주상의국민銀중기 30억 지원협약

집을 사려는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

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

로 시장금리가치솟아 주택담보대출 금

리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가

미국이이달금리인상을단행했기때문

이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근간이 되는신규 코픽

스금리가지난 9월부터석달연속상승

세를보이고있다

9월 004%포인트 10월 006%포인

트 11월 01%포인트등석달간 02%포

인트가 올랐다 우려되는 대목은 매월

오름폭이커지고있다는것이다

코픽스에 연동된 4대 시중은행의 주

택담보대출금리도상승세다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코픽스 변동

금리대출은지난 10월말연 2942%

에서 이달 16일 326456%로 036%

포인트뛰었다

KB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2704

01%에서 296427%로 올랐다 KEB

하나은행은 280400%에서 3063

84%로 우리은행은 285415%에서

301401%로 각각 최저 금리가 상승

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은이달 16일을 기준으로평균

307417%에 달한다 여기서 최저 금

리인 307%는 우대금리 요건을 대부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경우다 통상

의 경우 실제로 고객들이 받는 금리는

최저 금리보다 평균 0203%포인트

정도높은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받는경우일부은행은평균 3%

대중반에이를것으로보인다

연합뉴스

주택대출금리또상승변동금리 4%대눈앞

광주지방국세청은지난 16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지방청국과장을비롯해일선

세무서장과직원이참석한가운데제50대김희철신임광주지방국세청장의취임식을가

졌다 광주지방국세청제공

김희철광주지방국세청장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