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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단독주택등의경매낙찰가율

은 100% 이상 기록하며 열기가 뜨거웠던

반면전남은하락세로반전하며찬바람이

불었다

법원경매전문업체지지옥션이내놓은

최근 내놓은 2017년 11월 지지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주거시설 경매 낙

찰가율은 1017%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81%포인트상승한수치로지난 2016년 2

월 1012%를 기록한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기록했다

경매 진행건수도 107건으로 크게 증가

했으며 낙찰건수도 2014년 8월 이후 처음

으로 50건을 돌파했다 주거시설 경매 진

행건수는 2014년 5월 117건을 기록한 이

후 3년 6개월만에다시 100건을넘겼다

업무상업시설 역시 20건의 경매가 진

행돼 5건이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146%

로전월(566%) 대비크게상승했다

토지 경매는 18건이 진행돼 6건이 낙찰

됐으며 낙찰가율은 1064%로 전월(85

2%) 보다뛰었다

특히 주목된 물건은 광주시 동구 서석

동소재단독주택으로(건물 1671 대지

5088) 첫번째경매에서 48명의응찰자

가 몰려 감정가의 1736%인 8억5622만원

에낙찰됐다 이는전국법원경매최다응

찰자물건이다

이물건은 1983년보존등기된 1층규모

목조및조적조슬레이트지붕건물로해당

지역이 2013년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있고도로에접해있어주목을받았

다 대지면적도 넓은 편이라 향후 개발을

목적으로응찰자들이몰린것으로보인다

반면 전남지역경매는낙찰가율은크게

떨어지며냉랭했다

2개월 연속 100% 이상 평균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뜨거웠던 토지 경매가 11월 들어

낙찰가율966%로64%포인트나하락했다

특히 평균 응찰자수는 25명으로 2015

년 1월 23명을기록한이후 2년 10개월만

에최저치를기록했다

여수시화양면용주리소재밭(田) 1121

 경매에 26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의 205%인 7578만원에 낙찰돼 11월 전남

지역 최다응찰자 물건이 됐다 맹지에 농

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지만 여수

바다가 바로 인접해 있는 해안가 토지라

인기가높았다

주거시설은 169건이 진행돼 이중 69건

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873%로

전월대비 78%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이어지던 90%대 낙찰가

율이무너졌다

주요물건으로는광양시중동호반리젠

시빌 아파트 81 경매에 16명의 응찰자

가몰려전남지역주거시설최다응찰자물

건이됐다 해당물건은감정가의 104%인

1억5012만원에낙찰됐다

업무상업시설 경매 역시 97건이 진행

돼 16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465%

로 전월(562%) 보다 97%포인트 하락했

다

한편지난달전국경매진행건수는9328

건으로 전월 대비 730여건 증가한 가운데

평균낙찰가율은전달과같은 756%를기

록했다

이창동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주거시

설의 경우 올해 중순 시세가 많이 상승하

면서시세를반영하지못한감정가물건들

이낙찰되며낙찰가율이다소높아지는경

향도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은 늘고 수

요는 줄어드는 현상이 명확한 만큼 당분

간 가격지표의 혼돈이 올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

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동구 5억 주택 48명 응찰8억6천만원 낙찰

광주경매시장훈풍주거시설시세반영안된물건인기

낙찰가율두달연속 100% 넘어전남은응찰줄어하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8일

본점 20층에서송종욱광주은행장과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다문화가

정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

정의 모국방문을 후원하는 다문화가정

온가족친정나들이환송행사를가졌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다문화가정 온

가족친정나들이환송행사는한국인과결

혼하여 이주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

해 모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여성 이민자

와 그 가족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

공하기위해마련됐다

선정된다문화가정은전남지역에거주

하는 12가정 총 52명이다 광주은행은 왕

복항공권과 여행 체재비 과일 등 선물을

전달했으며 금융박물관에서 다문화 여성

과 자녀들에 대한 금융교육시간도 가졌

다

특히다문화가정중다자녀가정을위주

로 선정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국을 방문

해다문화가정여성들의고향에대한향수

를 달래고 가족들의 모국 문화체험으로

가족간의이해심을높여이들의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에큰힘이될전망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한국으로 시집와

서 다른 언어와 문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

겠지만 이번 친정 방문을 통해 고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사업으로지역민들과함께성장해나

가겠다고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주여성모국방문광주은행이응원합니다 전남 12가구에항공권체재비등지원

은행 예금금리가 일부 상품에 따라

연 2%대에진입했다 광주은행등지방

은행도 인상 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려지면서인상추세는계속될것으로보

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은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

상(연 125%→150%)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이상 잇따라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가장 먼저 지난 1일 정기

예금금리를최고 030%p인상했다예

금 가운데 위비수퍼주거래예금은 1

8%에서 21%로 올랐고 적금 가운데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은 최고 45%

에서 47%로인상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신한S드림 정

기예금(60개월 기준)을 기존 145%에

서 175%로 올리는 등 예적금 금리를

최대03%포인트인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거치식 예금과

적금금리를 연 0103%포인트 인상

했다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은 우대

적용때최고 19%에서 22%로올랐다

농협은행도 지난 6일 금리 인상을 단

행했다 농협일반정기예금과자유적립

형정기예금은 100%에서 125%로 주

택청약예금은 150%에서 175%로 올

랐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 거치식시장성

예금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렸다

KB Smart 폰예금은 우대 금리 포함

기존 최대 18%에서 21%로 인상됐다

차세대종합통장내정기예금은기존 1

65%에서 195%로올랐다

광주은행등지방은행도금리를인상

했거나검토중이다 지난 6일부산은행

은 정기예금은 최대 06%포인트 적금

은최대 04%포인트인상했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5일부터

플러스다모아예금의 금리를 160%에

서 1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190%로 올려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상에미리대비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현재 기준금리

상황을 고려해 예적금 인상을 검토하

고 있어 이번주 중에는 상품별 인상 폭

을확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

금융권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6개

월1년 미만 단기 예적금에 가입한

후 추가인상시기에 갈아타는것이유

리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3개월 초단

기 상품은 이자가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본다 김대성기자bigkim@

은행예금금리 2% 시대

5대시중은행잇따라인상지방은행도임박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두번

째로빨랐다 소득대비빚부담증가세

도최상위권이었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

월말국내총생산(GDP) 대비가계부채

비율은 938%로역대최고기록을새로

썼다 작년말(928%)에 비해 10%포인

트(p)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중국(24%p)에 이어 BIS가 자료

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그만큼빠르다는얘기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5

년간점점더빨라졌다 GDP대비가계

부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2012

년 11%포인트에서 2013년 15%포인

트 2014년 19%포인트 2015년 39%포

인트 2016년 47%포인트로커졌다

세계 순위도 이 기간 17위→12위→9

위→4위→3위로 계속 올라갔고 올해는

2위까지기록했다

GDP대비가계부채비율자체도 8위

로올라섰다 2011년에는 797%로 13위

였는데 2015년 이후로 현재 순위를 유

지하고 있다 미국(782%)이나 유로존

(581%) 일본(574%)은 물론 영국(87

2%) 보다높은수준이다

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높은국가는스위스(1275%)에 이어

호주(1219%) 덴마크(1172%) 네덜란

드(1068%) 노르웨이(1016%) 캐나다

(1005%) 뉴질랜드(945%) 뿐이다 18

개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이 단연 가장

높다 태국(689%)이나 홍콩(685%)

말레이시아(680%)와격차가상당하다

연합뉴스

상반기가계빚증가속도세계 2위

지난해말보다 10%PGDP 대비 938% 역대최고

로또복권 (제7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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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1908678000

2 56137589

3 1268506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9

51

2257

115089

169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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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지역 중소기

업의수출현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논

의하는 소중기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

다

이날협의회는중소벤처기업부해외바이

어개별초청수출상담회에참여해수출계

약을 추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

으며 (주)매그나텍등수출기업 10개사임

직원과수출관련금융기관이참석했다

자율주행 로봇시장을 선도하는 (주)유

프랜드(대표 류영곤박순덕)는 이날 협의

회에서 핀란드와 R&D공동개발을하고

수출협력MOU를체결하게된것은수출

상담회덕택이라며 중기부사업참여를

주변에권유하겠다고말했다

또 중국 동남아 진출거점인 홍콩과 200

만불 수출계약을 추진한 의료용 원적외선

온열기 제조업체 (주)명신메디칼(대표 손

종기)은 수출 다변화를 요구 KOTRA를

통해중동등의바이어를찾아주기로했다

이와함께 방글라데시에 LPG 저장탱크

설비수출(약 640만불)을 추진하는 (주)영

신테크(대표 최철)에 대해서는 참석한 금

융기관에서자금신청에대한조언과지원

을약속했다

김진형 청장은 수출상담회를 통한 성

공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수출에 중요

한자금상담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시

간이었다며 수출확대를위해도움을준

KOTRA와수출계약이행을위해유익한

상담을 해준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전남 중소기업수출현안의견청취

중소벤처기업부간담회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참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