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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50167 (+2626) 금리 (국고채 3년) 208% (000)

�코스닥78245 (525) �환율 (USD) 108870원 (+23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 동안 윈터 셀레브레이션 디

너 뷔페(Winter Celebration Dinner

Buffet)를진행한다

뷔페레스토랑 모래시계에서인기를

끌었던 무제한 라이브 그릴 프로모션을

연장해랍스타 전복 양갈비등신기그

릴아이템이무제한제공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칠면조와 통돼지구

이로스트도준비했다 부쉬드노엘 블

랙 포레스트 케이크 진저 브래드 하우

스등크리스마스테마에맞춘디저트도

강화했다

특히 홈페이지나전화로예약하는고

객에 한해 15% 할인 이벤트토 진행한

다

홀리데이인광주호텔관계자는주말

저녁의경우예약이빠르게마감돼사전

에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

다

예약문의는 홈페이지(httphig�

wangjucom) 또는 전화 062610

7061 /박기웅기자pboxer@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연말이벤트

뷔페예약시 15% 할인랍스타등그릴아이템무제한제공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한

지난 910월 10% 이상고금리가적용된

가계대출 비중이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

은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인상이시

작한 가운데 고금리 대출 차주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4일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비중을 보면

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지난

9월기준으로 05%였다 이는 2015년 2월

(05%) 이후 최고다10% 이상 고금리 대

출 비중은 10월에도 05%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비중은 기준금리가 점차 내

려가면서 서서히 축소됐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반전됐다

2013년 1월 33%에 달했으나 2014년 2

월 09%로 0%대로 내려온 10% 이상 대

출 비중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

25%로내려간지난해 6월 02%까지축소

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2월 03% 4월 0

4%로 조금씩 늘더니 9월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면 3% 미만저금리가적용된

가계대출은줄었다

한은에 따르면 10%가 넘는 대출은 대

부분 신용대출이다 고금리 대출 비중 확

대는 가계부채 질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

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125%→150%)하고 내년에도

인상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시중은행

대출금리도더욱오를가능성이크기 때

문이다 연합뉴스

내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

과기숙사와같은다중주택을직접시공할

수없게될전망이다

건축주가직접거주하는일정규모이하

건축물은건축주가시공하도록허용해왔

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물 안전에 무

게 중심이 쏠리면서 규제 강화가 추진되

는것이다

4일국회와국토교통부에따르면더불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

통위원회대안입법이상임위를통과했다

대안법안은연면적200가넘는건축물

은일절건축주의직접시공을 금지한다

또 연면적이 200가되지않아도다중

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

은건축주가직접시공할수없다

이달 1일부터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주택외건물은내진설계를해야 한

다 그동안 일정 규모이하 건축물에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공능

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

물은건축주의자율을존중해준다는취지

였다

법유예기간은공포후 6개월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

행될전망이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설명절까지 한우값이 상승

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일한우의도

매가격이연말연시모임과설명절등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내년 2월까지

상승세를이어갈것이라고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2월 한우

1등급 기준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

소와 연말연시 수요 증가 영향으로 1

당 1만65001만7500원에 형성될 것으

로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954원보

다 3497% 높은수준이다 내년 12

월 한우 도매가격도 설 연휴 수요로 올

해 12월보다 상승한 1만75001만8500

원으로전망됐다

이달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

할것으로예상됐다

12월 돼지 지육가격은 김장철과 연말

수요등영향으로탕박기준 1당평균

43004600원에 거래될 것으로 관측됐

다 지난해 12월 돼지고기(탕박1) 가

격은 4335원이었다

지육은 두부 꼬리 등을 제거한 상태

의 도축 돼지를 말하며 탕박은 도축과

정에서돼지를뜨거운물에담그거나물

을분사해털을뽑는작업방식이다

또 이달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은

지난해 같은 달 1551원보다 하락한

12001300원(특란 10개 기준)으로 전

망된다

내년 12월 계란 산지가격(특란 10

개)도 올해 1월(2175원)과 2월(1795원)

보다 하락한 12001400원으로 예상되

고있다 12월육계산지가격은1당지

난해 동기 1329원보다 하락한 1200

1300원이될것으로보인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한우값오르고돼지고기는보합

한우도축마릿수감소수요 증가설 명절까지상승전망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새

로 창업한 사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생

존률을높이기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는지적이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겨울호에 게재된 지역별 창업에

따른 고용변동과 고용격차에 따르면

2011년 1분기에 창업한 사업체의 3년 생

존율은전국평균 535%로조사됐다

박진희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DB(데이

터베이스)를 토대로지역별창업현황 사

업체지속기간 고용근로자수변화등을

분석해이번조사를진행했다

3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이

454%로가장낮았고전남이 471% 전북

478% 경북 485%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4%로평균이하였다

반면생존율이가장높은곳은대구경

기(각각 565%)였으며 인천(551%) 서

울제주(각각 548%) 대전(532%) 부산

(528%) 경남(522%)순이었다

같은시기에창업한사업체의 5년생존

율의 전국 평균은 383%에 불과했다 강

원(328%) 전남(344%) 전북(358%) 경

북(36%) 광주(363%) 순으로 낮은 반면

대구(419%) 제주(418%) 경기(401%)

인천 (394%) 울산 (392%) 대전(386%)

순으로높았다

3년간생존한사업체의 평균고용증가

분은 13명이었다 전남(08명) 제주(09

명) 강원(1명)은평균치를밑돌았다

문제는 낮은 생존율과 함께 창업률도

낮아지면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악순환

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존률이 낮

아지면서 창업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평균 창업률은

187%였다 총 135만 개 사업체 중 25만

7000곳이새로문을연셈이다 이는전년

도 20%대창업률보다낮아진수치다

지역별로는 제주(232%)와 강원(20

5%) 광주(198%)가 창업률이 높았지만

서울(177%) 부산(182%) 대구(183%)

는저조했다

박진희 연구위원은 생존율이 낮은 전

남과강원 전북 경북은생존율을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서 아울러창업률이다른지역에비해상

대적으로 낮은 서울과 부산 대구는 창업

활성화전략이필요하다고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창업 보다 힘든 생존절반이 3년 못버텨

전국생존률평균 535%광주 52%전남 47% 하위권

5년 생존률 38% 불과창업률동반하락경기침체악순환

광주평동농협(조합장김익찬)이 4일서

울 농협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선

도농협상 시상식에서 2017 지도사업 영

농지도부문선도농협상을수상했다

이날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

선)에 따르면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은 전

국 1131개농축협을대상으로가장우수

한 지도사업을 펼친 농협에 수여하는 상

이다

영농지도 부문은 전국 10개 여성복지

부문 5개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평동농협

은 시 단위 지역본부에서 유일하게 영농

지도부문선도농협상에선정됐다 조합원

교육 로컬푸드사업 육성 지자체협력사

업 추진 농촌인력중개사업 등 공로를 인

정받았다

이에 따라 평동농협은 영농지도부문에

20억원의 무이자자금 지원과 4급 특별승

진(1명)을지원받는다

김익찬 조합장은 선도농협상 수상은

조합원들이애정을가지고사업을이용해

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지역사회와

조합원이함께하는협동조합정신을바탕

으로신뢰받는평동농협이되도록노력하

겠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

광주평동농협 영농지도선도농협상 조합원교육로컬푸드사업육성등성과

11월광주전남지역투자자의유가증

권시장코스닥시장의주식거래량과거

래대금이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일한국거래소광주사무소에따르면

지난 11월광주전남지역유가증권시장

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2억

5368만주에서 4억4762만주로 1억9394

만주(7645%)가증가했다

거래대금은 2조5338억원에서 4조

5584억원으로 2조246억원(7990%) 늘

어났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전국

대비 거래량은 175% 거래대금은 1

49%로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서울식품 에이프로젠제약

KEC 성지건설 순이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순이다 코스닥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국일제지델콘 KD건설 CMG제약순

이고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신라젠 셀

트리온 텔콘순으로높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11월 광주전남주식거래량대금 증가

다중주택건축주직접시공못한다 年 10% 고금리가계대출 2년7개월내최고

내년 6월 시행이달부터 200 이상내진설계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