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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광주와전남이산업규모가엇비슷한지

역에비해수입차(승용차기준)는많고경

차(배기량 1000㏄이하)는적은것으로나

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차량유지비(자동

차세 차량보험료) 지출도많았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1월 자

동차등록기준수입차는광주가4만4800

대(전국등록차량의 28%)로 7개특광역

시중 5번째로많았다 대전(3만7831대 2

3%)과울산(2만604대 13%)이광주의뒤

를 이었다 전남은 3만3888대(21%)로 8

개 광역도(제주도 제외) 중 6번째로 많았

다충북(3만873대 19%)과강원(2만8956

대 18%)이전남보다적었다

광주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가 1만5635

대로 가장 많았고 북구(1만176대) 광산

구(9389대) 남구(6679대) 동구(2921대)

순이었다

반면 광주전남은 다른도시에 비해 경

차비중이작았다

전국적으로 1월기준등록된 182만8479

대 중 광주는 4만1319대(23%)로 7개 특

광역시중가장적었다 전남은 6만3955대

(35%)로 8개광역도중맨꼴찌에서두번

째를 기록했다 전북(6만141대 33%)이

가장적었다

수입차는 많고 경차 비중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다른지역에비해자동차세와

차량보험 등 차량유지비 지출이 많고 전

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

로조사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해 12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 가구의 지출

가운데 차량유지비 비중은 100%로 광역

시 평균(87%)을 웃돌았으며 전남도 11

1%로 광역도 평균(96%)보다 14%포인

트높았다

또지난해광주의자동차 1만대당교통

사고 발생건수(1188건)가 전국(984건)에

서가장많았으며전남의교통사고사망자

수(39명)도전국(20명)에서가장높았다

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생산도시

도 아닌 광주가 지자체 규모가 비슷한 대

전 울산과 비교해 수입차는 많고 경차가

적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소

비도시의 전형적인 패턴인 보여주기식

문화가 자동차 보유 행태로 대변되는 것

같다고설명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지난해 광주 지역 아파트 최고 거래가

격은 8억9000만원으로 5년전보다 1억원

가량높게형성된것으로나타났다 또 1

평(33)당 최고 가격은 2102만원으로

처음으로평당2000만원을넘어섰다

9일부동산전문사이트사랑방부동산

이최근 5년간(20112016년) 광주아파

트실거래가격을분석한결과 지난해거

래된아파트매매가운데가장높은금액

이오른아파트는남구봉선동더쉴2단지

(187)로 8억9000만원을기록했다

2010년입주한이아파트는입주첫해

최고 가격인 6억230만원(187)에 비해

2억7000만원 가량 올랐다 5년 전인

2011년 광주지역최고 거래가아파트는

7억9833만원에 거래된남구봉선2차 남

양휴튼(231)으로 유일한 7억 이상 아

파트였다

이처럼 2011년 거래가 7억원을 넘긴

아파트는단 1곳에그친데비해지난해

에는 7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무려 37곳

으로 늘어나는 등 고가 아파트 비율이

크게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특히 7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아파트

는2015년에도 17곳에불과해지난해고

가아파트가크게증가했음을보여줬다

이들 아파트는모두봉선동과수완동

소재로 전반적인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입지여건등에따라차별화가이뤄지면

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풀이된다

또지난해광주아파트평당최고가는

2102만원을 기록한 남구 봉선3차 한국

아델리움으로조사됐다 84인이아파

트는 평당 2102만원(총 거래금액 5억

4000만원)에팔려단위면적거래금액 1

위를차지했다 광주에서는처음으로평

당거래가격 2000만원을넘어섰다

지난해 8건이 거래된 이 아파트의 평

당평균거래가는 1916만원이었다

2012년분양된봉선3차한국아델리움

은 평당 평균 820만원에 공급되면서 그

해 유일하게 분양가 800만원을 넘은 단

지였다

이곳외에도 2012년 분양한중소형아

파트중수완지구호반베르디움1차가평

당1986만원에거래되며3위에올랐다

한편 2011년 아파트 가운데 33당

거래가격이가장비싼아파트는남구봉

선2차 남양휴튼(181)으로 평당 1174

만원(총거래금액 6억4400만원)이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차 적고 수입차 많다

광주수입차등록전체 28%경차 23% 7대 도시중최저

차량유지비비중광주 10%전남 11%전국평균보다높아

광주 최고가아파트 8억9천만원

빠른속도로늘던가계대출의급증세

에제동이걸렸다 주택거래가줄어드는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든 데다 금융권이

대출규제의고삐를죄고금리도올린영

향이다

계절 요인이 아니더라도 대출규제 영

향으로 주택시장엔 이미 찬바람이 부는

데다금리상승도본격화할것으로보여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한가계대출의둔

화추세는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7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174억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으로 작년 말보다 58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12월에 3조4151억원이 늘

어난 것에 비하면 거의 보합권에 그친

수준이다

1월 증가 규모는 2014년 1월(2조

2000억원) 이후 3년만에가장작다 1년

전인 2016년 1월에 2조1천억원이 증가

한 것이나 2015년 1월의 증가규모 1조

4000억원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33조

7320억원으로 1월 중 8015억원 늘었다

이는 2014년 3월 7800억원 증가 이후 2

년 10개월만에최소다 이역시작년 12

월의 증가 규모 3조5935억원이나 2015

년 2016년 1월의 2조5000억원 2조

7000억원보다크게줄었다

지난달가계대출증가폭둔화는주택

시장의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한은은보고있다

한편지난달말은행의기업대출잔액

은 753조9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9조원

늘었다 증가 규모는 2015년 10월(9조

3000억원)이후최대다 연합뉴스

가계대출증가세 주춤

1월 전달보다 585억 늘어 3년만에최저

남구봉선동더쉴2단지 1877억 넘는아파트 37곳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

장 주동필)는 지역 소재기업 임직원들의

무역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수출입 계약

서작성기법과 수출입기업외환실무 특

강을잇따라개최한다고 8일밝혔다

오는 15일열리는수출입계약서작성기

법특강에서는무역실무기초와무역서식

계약서작성법등을배울수있다

신청자격은광주전남지역소재기업과

관련기관임직원을비롯해무역업창업예

정자와무역관련학과대학생등으로오는

13일까지선착순 70명을모집한다

신청자격은광주전남지역소재기업과

관련기관 재무(경리) 담당 임직원으로 선

착순 모집하며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강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

남지역본부홈페이지(gjkitanet)에서신

청양식을내려받아제출하면된다 문의

06294394003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수출입기업외환실무특강

9일삼성전자모델이애벌빨래부터본세탁까지한번에끝낼수있는혁신적인전

자동세탁기 액티브워시신제품(블랙캐비어색상)을소개하고있다 2017년형액

티브워시는더욱깊어지고커진 빌트인싱크로더많은용량의애벌빨래와불림작업이가능해졌고빌트인싱크를들지않아도세

제함을열수있어세제를편리하게투입할수있다 삼성전자제공

삼성 2017년형액티브워시세탁기

금호산업은지난해경영실적을잠정 집

계한 결과 연결 기준 매출 1조3683억원

영업이익 428억원을기록했다고 9일밝혔

다

매출은전년대비 1627억원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전년대비 1057%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61억원 적자에서

올해는 376억원의흑자로전환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신규 건축현장 착

공 증가 주택부문의 수익성 호조 등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됐고 베트남 금호아시아

나플라자사이공 지분 매각으로 순이익도

증가했다며 2015년 말 워크아웃 졸업

이후 턴어라운드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고말했다

반면금호타이어는지난해연결기준매

출액 2조9476억원 영업이익 12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공장이전작업과주요시장인북미

의성장세둔화등에따른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매출은 31% 줄었고영업

이익은 117%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2015년 45%에서 2016년 41%로 하락했

다

작년 4분기의 경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난 7909억원을기록했고

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 281% 증가한

547억원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금호산업영업이익 428억원 흑자전환

전년보다 106%금호타이어는 1200억원

2030대젊은이들의성별임금격차가

커지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9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관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년취업자의 성별 임금격차 분석이라

는 논문에서이같이밝혔디

황 연구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

널조사(20072015년)를 이용해 청년층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2007년 165

만원에서 2015년 259만원으로 8년 사이

569%(94만원) 증가했디

반면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137만원에서 203만원으로 482%(66만원)

늘어났다 남성의 임금 상승 폭이 여성보

다다소높은것이다

여기에서 2015년 기준으로만 37세까지

근로자가 분석대상에 포함됐다 성별 임

금 격차를 연도별로 보면 남성 대비 여성

의 월평균 임금액은 2007년 833%에서

2009년 794% 2012년 791% 2015년 78

4%로낮아졌다

2015년 기준으로청년취업자의남녀임

금 격차는 학력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

를보였다

고졸 이하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819%이지만전문대졸과대졸 이

상에서는각각 771% 763%로격차가벌

어졌다 연합뉴스

2030대 남녀임금격차더커져

여성이남성의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