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2일 수요일제20459호��
경 제

�코스피217838 (+2137) 금리 (국고채 3년) 167% (000)

�코스닥60973 (+062) �환율 (USD) 112030원 (+02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기아자동차 전기차 쏘울 EV가 제주

우도(牛島)를누빈다

기아차는제주우도의첫렌터카업체

에 쏘울 EV 100대를 판매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렌터카

업체인 우도전기렌트카는우도최초의

현지렌터카업체로 이번에쏘울 EV가

영업용차량으로선정되면서 우도의첫

렌터카 타이틀을얻게됐다

제주의대표적관광지인우도는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목표 아래 순수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번 쏘울 EV와 함께 출범한

전기차렌터카사업은우도의탄소없는

섬실현에큰도움을줄예정이다

기아차관계자는 스타일리쉬한디자

인과넓은실내공간등강점덕분에쏘

울EV가 우도의 첫 렌터카로 선정될 수

있었던것같다며 우도를찾은관광객

들이 쏘울 EV와 함께 여행지에서 즐거

운추억도쌓고쏘울 EV의높은상품성

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기아차 쏘울 제주 우도렌트카변신

지난해부터 지속돼온 생활물가 상승세

가전방위로확산하고있다 계란 닭고기

무 양배추 당근 감귤 등 농축산물에 이

어 석유 항공료 화장품 등도 속속 인상

대열에동참하고있기때문이다

생활물가상승세에화장품까지가세

이미뛸대로뛴식료품가격에이어화

장품가격까지줄줄이오르고있다

21일유통업계에따르면LG생활건강의

중저가화장품브랜드 빌리프는이달 초

30여개품목의가격을평균4%인상했다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 빌리프의 인기

제품인 더트루크림 모이춰라이징 밤50

과 더트루크림 아쿠아밤50은 각각 3만

9000원에서 4만원으로가격이올랐다

대표 상품인 아이라이너 펜슬은 3만원

에서 3만2천원으로 67% 올랐고 나이트

시리즈 아이라이너는 3만2000원에서 3만

4000원으로 63% 인상됐다

계란닭고깃값 재상승무당근양

배추는 평년의 70%미국산 계란 수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또들썩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

면 20일 기준 계란 한판(30개 특란 기준)

평균소매가는7299원이다 1개월전(7826

원)보다는 떨어졌지만 평년(5440원)과 비

교하면 30%이상 비싼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계란값이 다시 상

승세를보이고있다

주춤하는듯하던닭고깃값도다시오름

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1에 2100원 수준이던육계생계가격은

지난달 하순 18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

나 최근 가파르게 올라 지난 8일 다시

2200원까지치솟았다

채소도 한번 오른 가격이 좀처럼 내려

가지않고있다 정부가비축물량공급과

수입 등으로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예

년에 비하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

는지적이나온다

aT 집계 기준으로 배추 1포기 가격은

15일 4089원으로 평년(3017원)보다 35

5%비싸다

양배추는1포기에5101원으로평년(2891

원)보다764% 더주고사야한다 무 1개는

2240원으로 가격이 평년(1329원)보다 68

5% 높고 당근 1(무세척)은 4284원으로

1개월 전(5264원)보다는 떨어졌지만 평년

(2456원)과비교하면744%비싸다

차비행기타기도버겁다석유류항

공료↑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최근두달새일제히국내선 기본운임(공

시운임)을올렸다진에어는LCC 5개사중

가장먼저국내선전노선의운임을 1월 23

일부터 인상했다 이에따라김포청주부

산제주 노선에서 주말성수기탄력 할

증 운임이 약 5% 올랐다 진에어의 뒤를

이어 티웨이항공은 2월 24일부터 김포대

구광주무안제주 등 국내선 전 노선의

운임을511%가량상향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26일부터 김포청

주제주노선에서최대 106% 에어부산

은이달27일부터부산김포대구제주

부산김포 노선에서 최대 67%의 운임

인상에동참한다

제주항공은 이달 30일부터 김포부산

청주대구제주 노선 운임을 최대 11%

올리기로했다

기름값상승세도심상치않다

이달초통계청이 2월소비자물가동향

을 보면 지난달 석유류는 133% 올라 전

체물가를 054%포인트끌어올렸다 석유

류물가는 2011년 11월(160%) 이후 가장

큰폭으로뛰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사 임금단체협

상잠정합의안을부결시켰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1920일찬반투표를한결과임

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740%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6

92%로각각부결시켰다

노사는 임단협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

려졌다

금호타이어 사측 관계자는 단체교섭

이장기화하면서사원들의피로감이컸고

실질적인협상결과가실망스러웠던점과

최근 매각 절차 진행에 따른 고용보장에

대한우려가사원들의불안감을증폭시켜

이번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재

교섭을통해노사관계가원만해지도록하

겠다고말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 22

차 본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25% ▲

2017년 경영목표 달성 위한 품질향상 격

려금 150만원지급▲임금체계조정(57세

까지 정기상여금 800%에서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로) 등을 잠정 합

의했다

특히임금체계조정의경우 2017년부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년의 연

말로 정했다 정년이 연장된 기간(5860

세)의 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조정하기로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코스피가 21일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

가경신과외국인순매수복귀에힘입어

장중에 2180선마저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37포

인트(099%) 뛰어오른 217838에거래를

마쳤다 사상최고치와 불과 50포인트만

남겨뒀다 종가 기준 최고치는 222896

(2011년 5월2일)이었다 이는 2011년 7월

8일(218035)이후 5년8개월 만에 종가기

준최고치다장중최고가는218199였다

2015년 4월24일(장중고가218954) 이후

근 23개월만에가장높은수치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94포인트(0

28%) 오른 216295로 출발했다 외국인

의 장중 매수 전환에 힘입어 2170선을

넘었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행진을발판으로 2180선까지돌

파했다 외국인은 하루만에 매수우위로

복귀 지수상승을이끌었다

외국인은 3614억원 순매수했다 외국

인은이틀전까지 10거래일째순매수행

진을이어왔다

개인이 2335억원 기관은 1854억원어

치를각각순매도했다김용구하나금융

투자 연구원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

국인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강세

흐름을보였다고분석했다

시가총액 규모 1위 삼성전자(158%)

는 158% 오른 212만8000원으로마감했

다 종가기준 사상최고가다 장중에는

213만4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현대

차(863%)와네이버(648%) LG화학(4

24%) 현대모비스(305%) 등 자동차와

화학업종을중심으로한다른시총상위

주들도큰폭으로올랐다업종별로는운

송장비(364%) 서비스업(200%) 운수

창고(199%) 전기전자(132%) 의약품

(124%) 화학(099%) 등이강세였다이

에 비해 보험(098%) 철강금속(0

90%) 은행(076%) 금융업(059%)

등은 내렸다 코스피 전체 거래량은 2억

9928만주 거래대금은 5조3871억원이었

다 시가총액은 1419조5000억원으로 사

상최대치를기록했다 연합뉴스

식품화장품기름값끝 모를 물가인상

계란닭고기다시상승세무양배추평년비 70% 

저가항공국내운임 511%기름값도 13% 올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김현석사장이 21일 서울 역삼동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삼성QLED TV 미디어데이에서가장최신의디스플레이기술인퀀텀닷을기반으

로세계에서유일하게 컬러볼륨 100%를표현하는화질종결자QLED TV를소개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

화질종결자삼성QLED TV

금호타이어노조임단협합의안부결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에대한반발이확산되고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회장 이

숙희)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금호타이어

중국 업체로 매각에 반대한다며 금호타

이어매각을공정하게추진하라고촉구했

다

여경협 광주지회는 매각 과정에서 불

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만

큼 차라리 차기정권으로 넘겨서 매각을

공정하게 재추진 하는 게 나을 것이다고

채권단을비판했다

이들은 우선매수권 행사자인 금호아

시아나그룹이 컨소시엄 구성을 지속적으

로 요구했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은주주협의회에부의한번하지않고컨

소시엄허용을불가했다며 이는우선매

수권자의정당한권리를침해하는행위로

절차상문제가있다고꼬집었다

이어 더블스타의 자산규모(약 1조

2000억)는금호타이어(5조원)에비하면 4

분의1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후순위

업체인데다 인수자금도 6개사가 컨소시

엄을 구성해 마련한 것이다며 더블스

타의 컨소시엄은 허용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전기차 100대 판매

금호타이어중국매각반대

여성경제인협광주지부성명

217838코스피천장뚫었다

외국인매수행진5년8개월만에최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