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제20422호 ��
경 제

�코스피206694 (+118) �금리 (국고채 3년) 165% (+002)

�코스닥60964 (329) �환율 (USD) 116600원 (+01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지난해 전국 땅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

만 거래량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

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토지가격은 270% 오른 것으로 집계됐

다

전국 지가는 2010년 11월 이후 7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작년 지가 상승

폭은 전년 240%보다 컸고 소비자물가변

동률 10%보다도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253%)보다 지방(299%)

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신공항 개발이 추진되는 제주가 833%

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외에 세종(4

78%) 부산(417%) 대구(393%) 대전(3

45%) 강원(292%) 광주(282%)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297%)은

2013년 9월부터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펼

치고 있다

전남은 26%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 보다 적게 올랐다

시군구별로 보면 제주 서귀포시(879%)

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경남 거제시(0

48%)와 울산 동구(041%)는 조선업 경

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로 지가

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는 구도심 건물 노후와 등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101% 밖에 오르지 않아 지

변율 하위 4위를 기록했다

땅값은 상승한 반면 토지 거래량은 총

299만5000필지(2176)로 최고치를 기록

했던 2015년 대비 30%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

래량은 111만2000필지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지역별로 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

(178%) 경기(73%) 충북(40%) 등은 증

가한 반면 세종(280%) 대구(225%)

울산(207%) 광주(168%) 경북(15

8%) 부산(140%)등은 주택거래량 감소

의 영향으로 줄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78%) 경기

(126%) 서울(46%) 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전(218%) 부산(171%) 대구(15

9%) 광주(148%) 경북(111%) 제주

(82%) 경남(78% 전북(24%) 전남

(19%)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지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토

지 거래량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거

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땅값 광주28%전남 26%거래는 감소

지난해 전국 지가 27% 상승74개월 연속 올라

신공항 건설 제주 833% 최고지방 상승률 더 높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24일 광주 용

두동 소재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광주

사랑의 집과 한부모 가정(지적장애아 2

명)을 방문하여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

하는 등 따뜻한 정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

였다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소

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속적으로 후

원해 나가면서 경제불황 등으로 위축된

기부문화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

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 가정 독거 노인 등 경

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후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공공기관

의 사회적 책임 및 나눔문화를 적극 실천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눔의 광주국세청 복지시설 방문 성금위문품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5일 광주

은행 본점 16층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

방 1호 수혜 학생 격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 광주은행장 김은

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장 공부방

1호 수혜 학생인 박태열군이 참석했다

박태열군은 2015년 5월당시 고등학교 2

학년으로 공부방 1호 지원 대상으로 선

정되어 책상과 의자 노트북 책장 도배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학업에

충실하여 2017년도 서울대학교에 진학

하게 되었다

또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2년

전 공부방을직접꾸며주는 인연을맺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등 최

근까지멘토 역할을 해주었다

광주은행 김한 은행장은 어려운 가

정환경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박태열군

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후원했다

며 올해에도 지역내저소득가정과 환

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하

는 공부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은행 희망공부방 학생에 대학 장학금

삼성전자는 25일바람 없이냉방하는

무풍에어컨 2017년형 제품을 출시했

다고 밝혔다

무풍에어컨은 지난해출시돼선풍적인

반응을 얻은 제품이다 올해에는 작년에

선보인스탠드형 에어컨을 업그레이드하

면서벽걸이형 모델까지 추가했다

무풍에어컨은 바람에 냉기를 실어 내

보내는 대신 약 2만1000개의미세한 마

이크로 홀을 통해 냉기를 발산하는 신

개념에어컨이다

자극적인 찬바람이 직접 신체에 닿지

않기때문에쾌적한냉방이 가능하다는

게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올해 제품은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

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더 스

마트하게 진화했다 또 침실 같은 개별

공간에서도무풍냉방의쾌적함을 원하

는 소비자를 위해 벽걸이형 제품이 추

가됐다

가격은 무풍에어컨 스탠드형의 경우

278만543만원(단품 기준) 벽걸이형

은 90만110만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 무풍에어컨 벽걸이 나왔다

다음 달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 납

부 수수료가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

수료가 현행 1%에서 국세와 같은 08%

로 인하된다고 25일 밝혔다 체크카드는

07%로 혜택이 더 크다 수수료 인하에

따라연간 32억원의 국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공단은예상했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4대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무료 금융자문서

비스이용 건수가 2배이상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자문서비스 상담

건수가 1만5563건으로 전년보다 8549건

(121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63건의 상담이들어온셈이다

금감원은 작년 4월부터 콜센터와 온라

인모바일을 통해 금융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득과 지출관리를 통한 부채상환

방법 생애주기별 재무관리법 은퇴노후

준비 사회초년생 저축법등을알려준다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1층의 금융민

원센터를 직접 찾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

다 작년에는 전화상담비중이 938%로 가

장 높았으며 온라인상담이 52% 방문상

담은 10%였다

부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좋으냐는

상담이 6209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피해 예방(3520건) 보험(2122건) 저

축투자(1445건) 노후 소득원(499건) 등

이뒤를 이었다

4050대의 상담 비중이 760%로 대다

수를 차지했다 30대 비중은 132% 60대

이상이 70% 20대는 38%였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네이버 경제 M 코

너에 매주 목요일 실제 상담사례를 올리

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도 게재

할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과 전북지역에서 설 연휴 전

5만원권 발행 비중이꾸준히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

면 설 연휴 전 10일 동안 광주전남과 전

북지역에 공급한 화폐는 6340억원으로 지

난해 5700억원보다 112%(640억원) 증가

했다

총 발행액중 5만원권 비중은 지난해보

다 56%포인트 증가한 702%(4796억원)

를차지한 반면 1만원권 비중은 26% 하락

했다

설 연휴전 5만원권 발행 비중은 2014년

524% 2015년 601% 2016년 64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만원권 발행 비중은 2014년 438%

2015년 358% 2016년 314%로 줄었다

우리 국민의 1만원권 지폐사용도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화폐발행잔액 97조3822

억원 가운데 1만원권 지폐는 16조2446억원

으로 1년 전보다 57%(9851억원) 줄었다

지폐와 동전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1년

전과 비교해 발행잔액이 줄어든화폐는 1

만원권뿐이다

1만원권의 화폐발행잔액은 연말 기준

으로 1998년(13조8625억원) 이후 18년 만

에 가장 적은규모다 오광록기자 kroh@

금감원 무료 상담 이용 2배 늘어

지난해 1만5563건 전년비 122%4050대빚 고민 최다

씀씀이 많아진 5만원권

설 연휴 발행비중 전년비 56%P 1만원권 26%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