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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51825 (839) �금리 (국고채 3년) 218% (003)

�코스닥76803 (+1157) �환율 (USD) 111230원 (58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1 청년이종선(27)씨는지난해 5월광

주무등시장에수제버거와수제맥주를창

업아이템으로 레벨버거(level burger)

를 열었다 당시 광주지역에서 잘 알려지

지 않았던 대동강 페일에일과 이볼트윈

모던 IPA 등 10여종의 수제맥주를 선보

이며 젊은층 고객확보에 성공했다 최근

에는 치맥(치킨+맥주)에 이어 버맥(버

거+맥주)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덩달아성업을이어가고있다

#2 지난 13일정식오픈한광주시서구

농성동의 평양냉면 전문점 광주옥에서

는 독특하게 수제맥주를 팔고 있다 이

북음식인평양냉면이주메뉴라는점에

컨셉을맞춰북한지명이붙은대동강

페일에일을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

다 중년층 손님들도 처음엔 익숙

지 않은 맥주이름에 당황하는 기

색도 역력했지만 이제는 주력메

뉴중하나로자리를굳혔다

수제맥주 열풍이불고있다

다양한 맛과 향을찾는 소비자

들이늘면서최근광주에서수

제맥주를 판매하는 전문점과

음식점이늘어나고있다

15일 광주지역요식주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의 맥주를 수입해 팔

던 세계맥주전문점 등의

인기가 시들해진 대신 수

제맥주전문점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수제맥주가 주

목받는 창업아이템으로

떠오르고있는추세다

1913광주송정역의 밀

밭양조장은 고창의한브

루어리(양조장)에서 생산

한 수제맥주를 판매하고

있고 수제맥주전문점

더짠의 경우 광주시 남

구광산구서구 일대에

속속가맹점을확장하는추세다

광주지역 최초로 다양한 맥주를 파는

바틀샵(Bottle Shop)인 동구 동명동 맥

바틀샵에서는 수입맥주는 물론 국내외

수제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그만큼 수제

맥주에대한지역내수요가많다는뜻으

로도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

이처럼수제맥주에대한수요가증가

하고 점차 인기가 높아지자 아예 양조

시설을갖춘곳도생겼다 지난 2014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직접 막걸리나

맥주등주류를제조해판매할수있게

되면서가능해진일이다

동구동명동 에프터웍스는지난 9

월 국세청으로부터 양조허가를 받고

광주에서는유일하게우리밀로만든

광산바이젠 무등산 필스너 영

산갈둔켈 동명ESA 등 지역특

색을살린수제맥주를생산판매

중이다

이처럼 개성이 뚜렷한 다양

한 품목의 수제맥주는 차별

성과 경쟁력이 중요한 창

업시장에서 유망 받는 아이

템이됐다

기존 한정된 종류의 맥

주만 마셔오다가 맛과 향

이 다양한 수입맥주가 유

통되면서 다양한 취향들

이 생기게 됐고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들어 개

성이 뚜렷하고 품질까

지 뛰어난 수제맥주가

등장하자수요가늘고

있기때문이다

또현재 200억원안

팎의 국내 수제맥주

시장도 10년뒤면 2조

원대까지 커질 것이

라는 전망도 나오면

서 시장도 점차 확대

될가능성도크다

박기웅기자pboxer@

맥주도 손맛이 대세

획일화탈피개성강한수제맥주열풍광주판매점증가

10년내 2조원대시장전망2030대 창업아이템각광

10월 광주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상승한

반면전남지역은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0월 광

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

률은 593%로 전년 동월대비 11%포인트 상승했

다

취업자는 7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5000명(20%) 증가했다

산업별로 광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

설업(42%)은 증가하고 농립어업 도소매음식숙

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 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38

만6000명으로 2만4000명(52%) 일용근로자는 4

만4000명으로 8000명(156%)이 증가했으며 임시

근로자는 14만7000명으로 3000명(21%) 감소했

다

실업률은 25%로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하

락했고 실업자는 2만명으로 4000명(151%)이감

소했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626%로 전년 동월대비 0

6%포인트 하락했으며 취업자는 94만4000명으로

1만명(11%)이감소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

식숙박업은 증가했으나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

운수통신금융업건설업은감소했다

임금근로자중전년동월대비상용근로자는33만

1000명으로 9000명(27%) 일용근로자는 5만8000

명으로 8000명(171%)이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

는16만2000명으로1만7000명(95%)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하

락했고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7000명(232%)

이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실업자 1만1000명 줄었다

10월고용률광주전년비 2%전남 11%공공서비스고용늘어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서장 손도종)는 청

사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유망 화가에게 작품

전시기회와창작활동을제공하고있다또지역민

들에게는 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와 함께

하는공감세정을실천하고있다

순천세무서는지난 14일부터순천에서활동중인

한임수 작가의 순천만 갯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특히이번전시회는3층대회의실과1층현

관 등 청사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민과의

만남의장을만들어소통의의미를높이고있다

한임수 작가는 순천만의 넓은 지평에 붉은 칠면

초가펼쳐진풍경을즐겨그리고있다작가는광학

적이고 자연주의적인안목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오히려해석할필요가없는윌리엄터너와마

크로드코가느꼈던빛 열정적이고서정적인빛을

순천만갯벌로작품화했다

한편 순천세무서는 일손부족 농가 돕기 저소

득무의탁 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밥 퍼 행사 와

순천세무서세정협위회와함께가정형편이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민과의 소

통을위한사회공헌활동을꾸준히전개하고있다

순천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통

한 지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공감세

정을펼쳐나가겠다고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순천세무서 문화 나눔

청사에활용지역화가작품전시

효성은 유명 데님 원단업체인 터키의 보사

(Bossa)와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데님

프레미에르비죵 전시회에참가했다고 밝혔다

최신 데님 스타일과 우수 소재를 소개하는 전시

회로효성은데님용신축성섬유인크레오라핏스

퀘어를 적용한 Xplay 스트레치 콜렉션을 선보

였다

크레오라 핏 스퀘어를 사용한 데님은 가로 방향

으로만늘어나는기존데님과달리가로와세로방

향 모두 늘어나 착용자의 체형을 자연스럽게 돋보

이게 하고 높은 활동성과 편안함을 준다고 효성은

설명했다

효성관계자는 이번보사와의협업은유럽프리

미엄데님시장공략의중요한출발점이될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터키는 연간 의류 수출의 3분의 2를 유럽연합

(EU)으로 하고 있으며 보사는 작년 한 해 약 5300

만 달러의수출을달성한터키최고의데님원단업

체다 효성은 지난 89일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열

린데님엑스포에참가하는등프리미엄데님시장

공략을가속하고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효성 데님 적용 Xplay 스트레치콜렉션 공개

佛데님프레미에르비죵 전시회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