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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203.71 (-0.47) 금리(국고채3년) 1.38 (-0.01)

코스닥 647.62 (-2.11) 환율(USD) 1164.30 (+3.70)

화정한양립스 내달 3일그랜드오픈

240세대조합원모집

광주화정동지역주택조합이 화정한

양립스<투시도> 조합원을모집한다.

화정한양립스는광주시서구화정동

178-74번지삼익맨션인근에전용면적

65㎡, 76㎡, 78㎡총 240세대로구성되

며,시공은한양건설이맡을예정이다.

이단지는도보로 5분 거리내초역세

권, 초학세권의프리미엄입지를다누릴

수있다.광주신세계이마트등대형유통

매장과기아자동차 1 2공장을비롯한산

업시설,서구청등관공사가밀집해있다.

또인근에농성역이위치하고있어초

역세권 입지와 더불어 광주종합버스터

미널, 서광주IC, 무진대로, 죽봉대로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통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으며, 교육환경으로 서초교

서석중서석고등이5분거리에있다.

일정자격을갖춘조합원이면청약통

장이필요없는데다재개발재건축과같

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무비율이 없

고절차가간소해정비사업보다빠르게

사업이진행될수있는장점이있다.

특히 분양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좋

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지난 7

월12일 광주 광산구남구서구를 고분

양가관리지역으로지정한가운데 화정

한양립스는 현재 치솟고 있는 일반 분

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모집하기

때문에가격프리미엄과입지프리미엄

을동시에누릴수있는기회다.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 3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536-24번지에 문을 여는

주택홍보관에서확인할수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펭-하신년! 펭수달력 예약판매첫날인기폭발

접속폭주 실검 1위장악

EBS펭귄캐릭터 펭수를내세운 펭

수 달력이 예약판매 첫날부터 인기가

뜨겁다.

23일오후 4시를기점으로예약판매

가시작되자판매사이트인G마켓은이

용자가몰려들어접속대기인원만 3만

∼4만여명에달하는등일시적인 폭주

상태를겪었다.이날오전부터 펭수달

력은유명포털사이트검색어순위1위

를유지했다.

펭수 달력은 펭수 일러스트가 담긴

타입A펭수일러스트캘린더와사진

으로구성된 타입 B 펭수포스터캘린

더 2가지종류로나뉜다.

매달뒷면에는월별정리페이지가실

리고인덱스스티

커가 담겼으며,

남극사진관에서

찍은펭수증명사

진이특전으로제

공된다.

펭수달력은오

는 27일 일괄 배

송될예정이며,추후교보문고오프라인

매장에서도구매할수있다.

펭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튜브

구독자는147만명을넘겼다. 펭수가등

장하는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 (일명 펭수 다이어리 )는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뛰어넘는

판매기록을세우기도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기상악화영향 광주 전남가을배추생산량 11년만최저

통계청조사…전년비29.1% 11만t 급감

세 차례 태풍 등 기상악화 영향으로 올

해광주전남지역가을배추생산량이 9년

만에가장적었던것으로나타났다.무생

산량은 광주전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

저를기록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가을배

추가을무 생산량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지역가을배추생산량은광주 4190t 전남

27만34t등 27만4224t으로집계됐다.

올해광주전남지역가을배추생산량은

지난 2008년(25만8836t)이후 11년만에

최저를기록했다.

지역가을배추는 2010년이후 30만~40

만t 대를 오르락내리락하다 지난 2014년

50만t을넘기며정점을찍었다.지난해생

산량은 38만7068t으로올해생산량은이

보다 29.1%(11만2844t) 급감했다. 전국

생산량 감소율은 -24.5%(140만4150t→

105만9925t)이었다.

가을무생산량은광주지역생산량통계

를작성한 1987년이래최저를나타냈다.

올해지역가을무생산량은광주 6415t

전남 6만3053t 등 6만9468t으로 지난

2010년(7만7163t) 이후 처음으로 10만t

을밑돌았다.

지난해 생산량(8만5939t) 보다는

19.1%(1만6471t)이나줄었다.전남생산

량감소율은 -22.3%이었고, 전국평균은

-13.3%를나타냈다.

통계청관계자는 배추를심는시점인 9

월초순부터세차례의태풍과강우, 배추

가격약세로재배면적이줄었으며,생육기

에일조량도부족해생산량까지줄었다며

생산량이줄면서가을배추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고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올해가을배추재배면적

은 지난해보다 17.8%(587㏊) 작아진

2707㏊이었고, 가을무재배면적은19.4%

(212㏊) 감소한876㏊로조사됐다.

이날광주지역한대형마트에서무 1개

는 2880원에팔렸고, 손질된배추는한포

기에3280원에판매됐다.한달전무 1개

가격은 2380원이었고, 손질되지 않은 배

추한포기가격은 2000원이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지역내총생산9년연속광역시꼴찌
통계청지역소득조사…1인당개인소득전남2년연속꼴찌

광주경제성장률 2위 건설투자증가율10.3%상위권들어

광주지역지역내총생산(GRDP)이 9년

연속 7대특광역시가운데꼴찌를기록했

다.지난해전남 1인당개인소득은 2년연

속최하위로, 1위서울과 520만원차이가

났다.

통계청이 23일발표한 2018년지역소

득(잠정) 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지역내총생산은지난해광주 39

조8145억원전남 76조4655억원으로 조

사됐다.

광주지역내총생산은통계청의 2015년

기준년이개편된 2010년이후 9년동안 7

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이어오고

있다. 17개광역시도를놓고비교하면세

종(11조1087억)과제주(19조9109억)을

아래에두고 15위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내총생산은 76조4655억원으로 8위였고,

경기(473조)→서울(422조)→충남

(117조)→경남(110조)→경북(109조)→

부산(89.7조)→인천(88.3조) 순으로 높

았다.

전남지역은 1인당개인소득이 2년연속

꼴찌로나타났다. 지역 1인당개인소득은

광주 1980만원전남 1805만원으로 각각

5위와 17위를기록했다. 두지역모두전

국 평균(1989만원) 보다 낮고, 1위 서울

과는 345만(광주)~520만원(전남) 차이

가났다.

전남지역은지역총소득(명목)증가율도

부진했다. 17개시도가운데전남지역총

소득 증가율은 1.1%로울산과함께공동

15위를기록했다. 광주증가율은 3.3%로

전국평균(3.1%)보다높았다.

한편지역의노후설비를교체하거나공

장을 짓는 총고정자본형성에서 광주지역

은최하위를기록했다.

시도별 총고정자본형성을 유형별로 보

면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투자액은 5조

2316억원, 설비투자는 2조3314억원으로

모두 15위를차지했다. 이는지난해건설

88조설비 46조원을투자한경기도의5%

수준으로나타났다.

하지만전년인 2017년과비교한광주지

역건설투자(실질)증가율은 10.3%로상

위권에들었다.

경제성장률에관해서는광주전남모두

양호한성적표를받아들었다.

광주 경제성장률은 5.2%로 충북

(6.3%)에이어 17개시도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전남지역성장률(3.1% 5위)도

전국평균(2.8%)를넘겼다.

광주지역 업종별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농림어업(-2.9%)과운수업(-0.3%)은감

소했으나 제조업(3.6%), 보건사회복지

업(10.1%), 건설업(9.1%) 등은 증가했

다. 민간소비(3.2%) 및 정부소비

(5.5%)는증가세를지속했다.

전남지역은 광업(-15.1%), 도소매업

(-0.7%)생산은감소,제조업(3.0%), 공

공행정(4.9%) 등은 증가했다. 민간소비

(3.0%)와 정부소비(5.7%)는 오름세를

보였다.

1인당 민간소비는 광주지역이 1775만

원으로서울(2121만),울산(18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남

(1553만원)은 16위로나타났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가운데)은지난 21일은행본점에서 대학생홍보대사기부의밤을

열고홍보대사150명이모은성금200만원을지역청소년대학등록금으로기부하기로했다.

광주은행은지난2008년부터291명의지역홍보대사를배출했으며내년3월 10기홍보대사를모집할예정이다. <광주은행제공>

대학생홍보대사기부의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