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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지난 6월 광주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

월대비 상승한 반면 전남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

년 6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

면 광주지역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

월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18%) 증가했다

산업별로 광공업(233%)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35%)은 증가하고 도소

매음식숙박업(02%) 전기운수통

신금융업(133%) 농림어업(163%)

건설업(71%)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 동월대비 상용근

로자는 38만1000명으로 1만명(26%)

임시근로자는 15만1000명으로 4000명

(25%) 일용근로자는 4만2000명으로

7000명(186%)이 각각 증가했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621%로 전년 동

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으며 취업자

는 93만7000명으로 6000명(07%)이 감

소했다

산업별로 도소매음식숙박업(8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9%) 건설

업(38%)은 증가하고 농림어업(58%)

광공업(200%) 전기운수통신금융

업(67%)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6만명으

로 1만4000명(297%)이 증가했고 상용

근로자는 32만1000명으로 2000명(0

6%) 임시근로자는 16만6000명으로 1

만1000명(64%)이 각각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

장 주상식)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중소기

업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진공 광주본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

출을 돕는 2017년 수출마케팅 통합지원

사업과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사업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

혔다

수출마케팅 통합지원 사업은 코트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을 활용한 해외시장 조사 대행사업과 중

진공의 해외 민간네트워크와 코트라 무역

관을 활용한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 세일

즈출장 지원 사업으로 각각 구성됐다

사업 참여 모집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수출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 규모가

2000만 달러 이하여야 된다

신청 기업이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세부사업별 중

복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

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170513P@sbc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3693051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삼성전자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문

형 T9000과 양문형 F9000에 2017년

형 패밀리허브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3년 출시 이후 소비자

에게 인기가 높은 지펠 푸드쇼케이스

모델 F9000에 패밀리허브 기능을 처음

적용했다 F9000에 탑재한 푸드쇼케이

스는 자주 꺼내는 음료 간식 등은 바깥

쪽 쇼케이스에 사용 빈도가 낮고 부피

가 큰 식재료는 안쪽 인케이스에 보관

하는 차별화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패밀리허브 적용을 확대하면서 2017

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 라인업은 셰프

컬렉션 2종 T9000 3종 F9000 1종으로

총 6종이 됐다

2017년형 패밀리허브는 클라우드 기

반 음성인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

는 스마트 냉장고다 올해 초 열린 CES

2017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패밀리허브 사용자는 4월 이후 강화한

음성인식 기능으로 인터넷 검색과 쇼핑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푹(POOQ)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방송 시청 영화

감상 공중파 라디오 청취도 가능하다 7

월에는 재료별테마별레시피 검색을 제

공하는 이밥차를 8월에는 삼성 페이

를 도입한다 김대성기자bigkim@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양

수)는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8부

터 10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

당에서 2017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

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오는 19일까지이며 한국은

행 광주전남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서

식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062382

8164)로 보내면 된다결과는 이달 21일에

통보할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여름

철 재해재난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2017년 하계 안정적 전력공급 대

책을추진한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전기 안정적 확

보를위해 가공설비 52만5788기 지중설

비 1만8725대 등 주요 배전설비를 집중

적으로 점검했다 또 양계장 축양장 등

정전시 큰 피해가예상되는 고객 7385호

와 102개의 다중이용시설 및 고압아파

트 862호에 대해 과학화 진단장비를 활

용한 특별점검과 무정전 전원장치

(UPS) 확충을 집중 안내했다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훈

련도 철저히 하고 있다 전력분야 현장

조치 행동메뉴얼을 재정비하고 대규모

광역정전 상황을 가정해 비상대응능력

을 사전 점검했다 태풍 내습시에는 사

전에 관내 도서지역 25개소에 38대의작

업차량과 79명의 현장복구인력을 전진

배치할예정이다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는 오는 8월까지 전력계통 안정화 및

신속복구체제 유지를 위한 비상상황실

을 운영하고 24시간 긴급지원 체제를

가동하는 등 여름철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용률광주오르고전남하락

6월광주 596%전남 62%일용근로자급증

광주 수출中企해외판로개척지원

중기진흥공단수출마케팅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

한은내달 청소년경제캠프

한전 여름철 전력공급설비점검

한전직원이지상개폐기를점검하고있다 한전광주전남지역본부제공

삼성전자모델이2017년 패밀리허브 기능을탑재한4문형T9000(왼쪽)과양문형F9000 신제품을소개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됐지만 연일

먹거리 가격이최고가를 기록하면서휴가

객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있다

휴가지 대표 메뉴로꼽히는 삼겹살이 지

난 겨울 잇따른 돼지 폐사로 수급이 원활

치 않았던데다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가

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

기에 쌈거리 야채들도 마른장마와 폭염

으로생산량이 감소하면서휴가철물가상

승으로 이어지고있다

12일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주간평

균가격에 따르면 광주 등엽채류가격이 이

번주를 기점으로급상승하고있는추세다

지난주 평균 1만2300원에 거래되던 쌈

배추(8)는 이번주에는 1만8900원에 거

래되며 536%가 올랐다 특히 적상추(4

)는 9700원에서 2만500원으로 불과 일

주일 만에 가격이두배넘게뛴것으로 나

타났다

청상추(4)도 1만500원→1만3300원

(266%) 깻잎(2)은 7500원→1만600원

(413%)에 거래되며 쌈채소로 분류되는

엽채류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있다

더위에 약한 엽채류가 올해 유난히 이

른무더위와 마른장마로생육여건이악화

되면서현지생산량이줄어든게 원인으로

꼽힌다

주 출하지역도 강원 등 중부지역으로 이

동하는 출하교체기인 탓에 공급도 불안

정한 상태다

삼겹살 가격도 만만치 않다 12일 한국

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을 통해 6월생필품 판매가격을분석한결

과 삼겹살은 전월 대비 가격이 96% 상승

했다

이런현상은 지난겨울철돼지축산농가

에 호흡기질병이유행하면서갓태어난새

끼돼지 폐사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돼

지의경우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야 도축

하는데 겨울철 돼지폐사로 그 수요가 급

감했던탓이다

광주지역 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겹살 가격도 100g당 2680원으로 6개월

전 1890원보다 무려 418%가 올른것으로

파악됐다 장마가 지나가고 오는 주말부

터 행락객이늘어나기 시작하면 가격은더

상승할 게뻔한 상황이다

보성녹차돼지 유통영농조합 관계자는

겨울철 폐사로 물량부족을 겪던 돼지고

기가 7월들어서야 공급이 회복하는추세

다며 올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다 지

금잠시 주춤하지만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면 삼겹살 가격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휴가철 코앞인데식품물가 더 올랐다

지난해겨울돼지폐사에수급감소삼겹살값 96% 

장마폭염에야채생산량감소쌈배추값 563% 급등

쌈배추536%

적상추 111%

청상추 266%

깻잎 413%

삼겹살96%

냉장고서레시피검색하고 TV 시청 삼성 패밀리허브 탑재 냉장고출시

24시간 비상상황실운영

8 1만8900원

4 2만500원

4 1만3300원

2 1만600원

100 196026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