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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031.20 (+1.42) 금리(국고채3년) 0.863 (+0.024)

코스닥 724.59 (-4.52) 환율(USD) 1234.40 (+0.10)

동림2차우방아이유쉘투시도(왼쪽)과선교지구우방아이유셀투시도

광주선교지구 동림2차우방아이유쉘분양마케팅

SM그룹 1대 1온라인화상채팅상담

공식홈페이지서신청

SM그룹은코로나19사태에따라광주

최초로 1대 1온라인화상채팅상담을실

시한다고 27일밝혔다.

SM그룹은광주선교지구, 동림2차우

방아이유쉘분양마케팅에비대면상담을

도입, 1대1화상채팅상담을비롯해모델

하우스투어영상,유니트VR영상등고

객맞춤마케팅을추진한다.

화상채팅 상담은 1대 1 상담으로 진행

되며 공식 홈페이지(http://p-8.iusell.

co.kr/)에서신청할수있으며오전 10시

부터 17시까지운영된다.

선교지구우방아이유쉘은1BL과2BL

(예정)총 1400세대대단지로들어설계

획으로, 자녀의안전한통학환경을위한

통학셔틀버스도지원할예정이다.

동림 2차우방아이유쉘은중소형특화

설계가적용돼전 세대가 전용 49㎡이하

소형평형으로구성,주거쾌적성을높이

는판상형맞통풍구조(일부세대제외)로

설계된다.

일부세대에한해시스템에어컨2대,김

치냉장고, 세탁기, 엔지니어드스톤을무

상제공한다.

선교지구,동림2차우방아이유쉘은청

약통장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임대

아파트로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소유 여

부와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없이 누구나

청약신청및계약이가능하다.

여기에월임대료가없는데다, 계약시

보증금인상없이최대8년간거주할수있

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등에서도

자유롭다.

최초 확정분양가 제도가 적용돼 시세

하락시부담없이거부권행사가가능,시

세가 오르면 최초 가격으로 분양전환 받

을수있어리스크부담도적다.

동림2차우방아이유쉘은지하 2층~지

상15층 4개동200가구규모로,전용면적

타입별로는 ▲41㎡A 29가구 ▲41㎡B

30가구 ▲41㎡C 12가구 ▲45㎡A 18가

구▲49㎡A 81가구▲49㎡B 30가구다.

선교지구1BL우방아이유쉘은지하 2

층~지상 20층 7개동 490가구규모로, ▲

47㎡ 190가구 ▲49㎡ 194가구 ▲59㎡

106가구다.

광주선교지구,동림2차우방아이유쉘

홍보관은광주시북구신안동502-7에위

치해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코로나19여파에도부동산업을중심으

로올해1분기창업이증가한것으로나타

났다.

27일중소벤처기업부의창업기업동향

에따르면올해1분기창업기업수는46만

2991개로지난해동기대비 43.9％(14만

1243개)늘었다.

연초부동산업창업이급증하면서전체

창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경우1분기창업은전년동기대비

0.2%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비교적고용창출효과가큰법인창업

은 24.8％늘었으며, 기술창업은전년동

기대비 0.3％증가한 5만8892개를기록

해 2016년통계발표이후증가세를이어

가고있다.

광주의 경우 전년보다 40.6%가 늘었

고, 전남은 20.6% 창업이증가한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광주는 2.3%, 전남은 4.0%만증가한것

으로확인됐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중기부 부동산업중심올해 1분기창업증가

어부60대이상이60% 노인들의바다
호남통계청 전남어업구조변화 전남 10년간어가수14% 어가인구 24%감소

70대비중해마다커져어가고령화심각한상태

<자료:호남지방통계청>

전남지역 60~70대고령어가경영주비

중이지난해처음 60%를넘었다.

특히 70대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

전남 어가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

27일호남통계청이발표한 최근 10년

간(2010∼2019) 전남도 어업구조 변화

상 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전남어가수

와어가인구는 1만8680가구, 4만2060명

으로집계됐다. 10년전인2010년과비교

하면 어가 수는 3129가구(-14.3%) 줄

고, 어가인구는 1만2921명(-23.5%) 감

소했다.

지난해전남지역어가경영주의연령대

를 보면 60대가 30.6%(5713가구)로 가

장 많았으며 70대 이상(30.4% 5678가

구), 50대(24.2% 4512가구), 40대

(10.7% 2002가구), 30대(3.8% 719가

구), 20대(0.3% 57가구)가뒤를이었다.

70대이상어가비중은 2010년 18.5%

를 시작으로 20.5%(2012년)→24.0%

(2015년)→28.5%(2018년)→30.4%

(2019년)등해마다높아지고있다.전남

어가수는 2010년대비전연령대에서감

소한반면 70대이상경영주어가는 10년

전보다 1644가구(40.8%) 증가했다. 반

면20대비중은매년0%대를이어가고있

으며, 어가 수는 10년 전보다 절반 가량

(47.2%)줄었다.

어가경영주의고령화는어업영세화로

이어지고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어가 가운데 겸업 어

가는전체의 59.1%(1만1048가구)로,전

업어가(7632가구) 보다 3400여가구더

많았다.

특히 어업수입보다 어업 이외 수입이

더많은 2종겸업어가는 6356가구로, 전

체어가의 3분의 1(34%)에달했다.

가구원수별 어가 수도 2인 가구가

57.5%로가장많았고1인가구가 17.6%

로뒤를이었다.혼자어업을하는 1인어

가수는 10년전(2922가구) 보다 12.5%

증가한 3286가구로집계됐다.

지난해전남어업생산량은 192만1939

t으로전국총생산량 332만1825t의절반

이상(57.9%)을차지했다.특히천해양식

어업은175만6828t으로전체의74.1%에

달한다.

전남지역지난해어업생산량은 2010년

대비 91만349t(90%) 증가했고, 전년보

다 8만t(4.3%)정도늘었다.

2019년어업총생산금액은2조8470억

원으로, 전국(7조2224억원)의 39.4%를

차지했다. 전남 어업생산금액은 지난

2010년보다 63.4%(1조1045억원) 증가

했다.

전남 어업 생산금액을 어업별로 보면

천해양식이 1조7047억원(59.9%)로 가

장 많았다. 일반해면은 32.7%(9318억

원), 내수면은 7.4%(2105억원)을 차지

했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어가 고령화는

전국적은 추세라며 지난해 전남 1~2인

어가비중은 75.1%에달했고, 70대이상

경영주어가수는 10년전보다 40%정도

증가했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전남 6개농협참여…온라인농산물도매시장열렸다

전남 6개농협과조공법인이참여한온

라인농산물도매가 27일처음실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농협은 온라인농산

물 거래시스템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27일부터시범운영한다고이날밝혔다.

온라인도매유통공급자로는12개단체

가참여한다.전남지역에서는전남서남부

채소농협, 무안조공법인, 무안농협, 몽탄

농협, 북신안농협, 함평원예조공법인 등

6곳이이름을올렸다.

주요구매자는전국농협공판장중도매

인과농협하나로유통, 이마트, 롯데마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등이다.

농산물도매유통에온라인거래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

고가격급등락을줄이기위한조치다.

입찰 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씩운영하다가향후거래물

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늘릴 계획이

다.정가거래는24시간가능하다.출하자

가 부담하는 상장 수수료는 일반 도매시

장(4∼7%)보다낮은 3%로책정했다.

양파의 경우 시범 운영 규모가 약 1만

5000t으로전국32개공영도매시장거래

량(65만8000t)의 2.3% 수준이다. 온라

인도매첫날오전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거래된양파는 10t 정도였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가운데)이27일동구대인동본점에서 2020년1학기등록금납

부이벤트를통해뽑힌2명에장학금총300만원을전달하고있다.행운상당첨자400명

에게는커피상품권을증정했다. <광주은행제공>

광주은행 대학생장학금증정

광주 0.87명전남 1.26명

합계출산율또하락

광주전남올해 1분기합계출산율이지

난해같은기간보다각각 0.09명, 0.11명

하락했다. 27일통계청이발표한 3월인

구동향을보면 1분기합계출산율은광주

0.87명전남 1.26명으로집계됐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1분기 0.9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2명 감소했다. 합계출

산율이 1분기기준으로 1명 아래로 추락

한것은분기기준출산율집계를시작한

2009년이후처음이다.

지난 3월지역출생아수는광주 66명

전남 917명등총 1583명으로,지난해같

은달보다 91명줄었다.지난 3월혼인건

수는 광주 522건전남 613건 등 1135건

으로지난해 3월광주 485건전남 654건

등 1139건과비슷한수준이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