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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10661 (+368) �금리 (국고채 3년) 169% (+002)

�코스닥62139 (108) �환율 (USD) 114260원 (35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대성건설이 광주시동구용산지구 1

2블록에 용산지구 대성베르힐을 공급

한다

단지는지하2층지상20층 4개 동이

며최근 23인가구가폭발적으로증가

함에 따라 지역구분 없이 가장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인 59 단일면적 279

세대로구성돼있다 투시도

단지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될 예정이며 공급세대 모

두중소형면적임에도전세대판상형과

4bay 형태로설계돼있어채광및내부

환기가뛰어날것으로기대된다

봉선동 인근으로 우수한 생활권도 강

점이다 봉선동과 직접 연결되는 4차선

도로 400m 구간이 2018년 12월완공예

정으로 봉선동 진출입이 차량으로 1분

소요되며 도보로 7분이면 이동이 가능

하다광주시내외를오갈수있는대남

대로와 서문대로 제12 순환로도 인근

에있어시내접근성도우수하다

봉선동 학군과 주요학원가와 인접해

있으며 문성고와 동아여고 대성여고

대광여고 설월여고 수피아여고등과도

가깝다

업체관계자는 병원및대형마트 유

안근린공원 남구문화예술회관등풍부

한생활권을누릴수있고주택도시보증

공사(HUG)가 보증해 시공부터 입주까

지안심할수있다며 용산지구대성베

르힐은 8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의 형

태로공급하기에 공공임대와달리 수준

높은품질과시스템을제공할것으로기

대된다고설명했다

2019년 6월 입주 예정이며 주택전시

관은 광주시 동구 독립로 218번길에 24

일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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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교통 최적 용산지구대성베르힐

올해 광주전남지역 표준공시지가는

전년대비각각 521524% 상승한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나주)는 759% 상승하며

전국평균을크게웃돈것으로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22일 2017년 1월 1일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

시 23일자로관보에게재한다고밝혔다

공시에따르면전국표준공시지가는전

년대비 494% 상승한가운데광주(8632필

지)는전년대비 521% 상승했다

광주는 빛그린산업단지광주송정역 복

합환승센터 사업(광산구) 첨단2지구양

산지구 개발(남구)양산택지개발지구(북

구)등의개발호재가영향을미쳤다

광주는 전년도 변동률 435%를 상회했

으며 1당 평균가격은 18만1001원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최고 지가는동구 충장로2가

(대지)로 1당 1120만원 최저는 광산구

사호동(임야)으로 1당 660원이었다

전년대비 표준공시지가가 524% 상승

한 전남(6만3776필지)은 전년 상승률 4

39%를 웃돌았다 나노산업단지연구개

발특구(장성) 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

화복합단지(담양) 자연드림파크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구례)등의 개발 호재

가상승세를이끌었다

특히 나주혁신도시는 전년대비 759%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공공기관의 지

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토

지수요가증가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1당 평균가격은 1만7602원으로 나타

난 가운데 지가 최고는 목포시 영산로(죽

동대지)으로 1당378만원 최저는 진도

군조도면눌옥도리(임야) 소재로당195

원을기록하며전국최저지가를기록했다

한편올해전국의표준지공시지가상승

률은작년보다평균 494% 오른것으로지

가상승폭은 2014년부터 4년연속전년대

비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

43%하락세를보인2009년이후최대치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토지수요가

증가했고 제주부산 등 개발사업이 이뤄

진것이영향을준것으로풀이된다

권역별로수도권은 440% 인천을제외

한 광역시는 712% 시군은 602% 각각

상승했다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수도권에서는서울(546%)이그나마가장

높았으나 경기(338%) 인천(198%)은 상

대적으로낮은가격변동률을보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 땅값 1위 충장로2가당 1120만원

광주공시지가전년보다 521%전남 524% 상승

나주혁신도시 759% 올라전국 4년 연속오름세

22일(현지시각) 기아차의스포츠세단 스팅어가스웨덴북부소도시아르예플로그모

비스동계시험장에서혹한기주행시험을진행하고있다 기아차는 차량완성도를높

이기위해세계각지의극한지역에서스팅어를테스트하고있다 기아차제공

기아차 스팅어 혹한기테스트

광주전남지역의 1월중무역수지는수

출이증가했으나수입증가폭이더커 11

억43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

22일광주본부세관에따르면1월광주

전남지역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13

억9900만 달러) 대비 182% 감소한 11억

4300만달러를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50% 증

가한 38억9200만달러를기록했지만수입

이무려 383%증가한 27억4900만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무역수지 흑

자 폭은 지난해 12월 12억6300만 달러에

비해서도 94%감소한수치다

1월중광주지역수출은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한 10억5600만 달러 수입은 1

4% 증가한 4억2700만 달러로 무역수지

는 6억29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반도체(18

0%)가전제품(33%)기계류(124%)가

증가한반면 자동차(04%)타이어(17

1%)는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246%)고무(337%)가

증가하고 반도체(92%)화공품(10

3%) 등이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출의 경우 동남아(10

7%)중남미(703%)가 증가했고 미국(

145%)EU(14%)는 감소했다 수입은

중국(499%)일본(167%)EU(230%)이

증가한 반면 동남아(118%)미국(0

5%)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월중전남지역수출은전년동월대비

200% 증가한 28억3700만 달러 수입은

483% 증가한 23억2200만 달러로무역수

지는 5억15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화공품(324%)석유

제품(375%)철강제품(204%) 등이 증가

했으나선박(103%)은감소했다 수입은

원유 (892%)철광 (279%)석탄 (136

0%)화공품(136%)이 증가했고 석유제

품(202%)은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은

중국(448%)동남아(308%)EU(108

2%)일본(605%)이 증가한 반면 미국(

03%)은 감소했다 수입은 중동(541%)

EU(463%)중국(407%)호주(590%)

동남아(768%) 등이증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월 무역수지 11억달러흑자전년비 18%

광주전남수출보다수입폭커

한국무역협회가 제조업 혁신을 위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구축에 나

선다

스마트공장에는 기획설계 생산 유

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

(IoT)과인공지능(AI)빅데이터등을통합

한최적화된생산시스템이구축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스

마트공장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4일 광

주무역회관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대표자를대상으로 호남권스마

트공장설명회를연다고 22일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와전북지역본부 민관합동스마

트공장추진단주관으로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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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호남권스마트공장설명회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

호타이어 대리점에서 승용차용 타이어

를 구매한 고객에게 다음달 4일까지 사

은품증정이벤트를실시한다

행사기간중 마제스티솔루스와 엑

스타 PS91 엑스타 LE스포츠 제품 4

개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금호리조트 법

인회원가우대권과온천이용권(아산스

파비스 화순제주아쿠아나)을함께증

정한다 또한솔루스 TA31 제품 4개 구

매고객에게는온천이용권이지급된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금호타이어 최고

의기술력을집약해개발한최상급모델

로 국내외 프리미엄 세단에 승차감과

정숙성 안정성을 제공한다 마제스티

솔루스는현재약 51개규격까지라인업

이 확대됐고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40%의 판매 성장세를 기록하며 대표

프리미엄제품으로자리매김했다

엑스타 PS91은서킷에서고속주행시

필요한 최고의 성능을 일반도로에서도

만끽할수있도록만든제품이다 300

h 이상의한계속도에서도안정적인내

구력과 주행 성능 발휘가 가능하다 엑

스타 LE스포츠 또한 고속 스포츠 드라

이빙 성능을 지원하는 타이어답게 스포

츠세단에적격이다

이밖에도 솔루스 TA31은 대형중

형소형 차급별 특성을 고려해 인치 별

로 각기 차별화된 최적 성능을 갖도록

설계된제품으로 다양한규격과합리적

인가격 뛰어난성능으로소비자들에게

좋은반응을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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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승용차타이어구매객사은품

대성건설 279세대 공급봉선동학군순환로인접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중

견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해 비지니

스지원단 가동에나섰다

광주전남중기청은 22일 청사에서 전문

상담위원 30명으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

단이발대식을갖고상담활동을개시했다

고밝혔다

비즈니스지원단은 변호사 변리사 세

무사 경영기술지도사 관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광주전

남중기청내민원상담실에상주하며신청

기업을대상으로무료컨설팅과전화상담

을통해애로사항을해결해준다

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전

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62

36091379) 또는국번없이 1357 번으

로연락하면된다온라인상담(wwwbiz�

infogokr)을 통해서도기업애로를해소

할수있다 김대성기자bigkim@

中企 비지니스지원단 가동

광주최저광산구사호동660원

전남최고목포시영산로378만원

전남최저진도군눌옥도리 195원

전국최고서울명동8길 8600만원

최고최저땅값 (1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