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눈에쏙경제지표

1,130.10

(+2.20)

코스닥 코스피

원 달러환율

2.05

(-0.01)

금리(국고채3년)

761.18

(-0.76)

2,240.80

(-18.11)

광공업생산지수감소 건설수주액폭락

호남통계청경제동향…숙박 음식업줄어

올 2분기 광주 전남지역은 인구유

출이 지속됐고 광공업 생산지수와 건

설수주금액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

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

주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99.2로 고

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의 부진으로 지난

해동분기대비 3.3%감소했다.

광주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6.5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과숙박및음식점업에서감소했으

나금융및보험업, 보건업및사회복

지서비스업, 협회및단체등에서늘

어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했

다.

소매판매지수는 101.6으로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은 증가했으나, 전문소

매점,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및

편의점등은감소, 0.5%하락했다.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1,900억원

으로 전년 동 분기대비 보다 무려

78.7%가감소했다.

공정별로는 건축수주 77.3%, 토목

수주 93% 줄었으며, 공공기관은

50.4%,민간은 81.4%감소했다.

수출액은총 37억달러로화학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등이

늘어전년동분기대비 0.5%증가했으

며, 수입액은총 16억달러로 7.8%늘

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으로 음식

및숙박, 교통, 식료품등의가격이올

라전년동분기대비 1.4%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75만1,000명으로

5,000명(0.7%) 증가했고, 실업자 수

는 3만1,000명으로 4,000명

(14.9%)증가했다.

광주지역 인구는 146만 1,000명으

로 1,961명이순유출됐다.

관할구별로는서구가 1,0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593명), 북구(-

441명), 동구(-68명)순 이며,광산구

는 209명이유입됐다.

2분기 전남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99.7로 1차금속제조업,기타기계및

장비제조업등이부진해전년동분기

대비 3.7%감소했다.

전남지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04.9로전년동분기대비 1.1%증가

했다. 소매판매지수는 101.5로 전문

소매점, 대형마트는 감소했으나 승용

차, 연료소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은증가해 2.7%증가했다.

건설수주액은 1조 2,760억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1%감소했다.

수출액은 93억달러로 27.4% 증가

했고, 수입액은92억달러로 36.6%늘

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로 통신,

주류, 담배 가격은 내렸으나, 식료품,

비주류음료,교통, 음식, 숙박등의가

격이 올라 전년 동 분기대비 1.5% 상

승했다.

취업자 수는 97만명으로 3,000명

(0.3%) 증가했고, 실업자 수는 29만

명으로 2만5,000명(8.0%) 감소했

다.

2분기 전남지역 인구는 188만

8,000명으로 1,414명이순유출됐다.

시 군별로는목포시(-611명),광양

시(-415명), 여수시(-339명), 무안

군(-236명)순으로유출됐으며,나주

시는 1,101명이유입됐다.

/길용현기자

광주 전남2분기인구유출지속됐다

자영업자세무검증안한다

국세청세정지원대책강화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

움을겪는자영업자를지원하기위해국세

청이내년까지세무조사를포함한모든세

무검증을하지않기로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의자영업자

소상공인세정지원대책을발표했다.

국세청은569만명에달하는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대해서내년말까지일체의세

무검증작업을하지않기로했다.

구체적으로연간수입금액이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

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

조사선정대상에서도제외되고내년까지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

하는작업도모두면제된다.

다만지원취지에맞지않는부동산임대

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

변호사등고소득전문직은대상에서제외

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

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등신고내용확인을모두면제하기

로 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 소비

성서비스업등일부업종은예외다.또연

간매출액 100억원이하인중소법인은세

무조사대상으로선정하지않기로했다.

개점 23주년을 맞은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최민도)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6일까지 10일

간 개점 23주년축하페스티벌 을진

행한다고16일밝혔다.

이번페스티벌은 리빙&웨딩페어

와 1년에 단 한번, 뱅 드 신세계 등

식품/생활대형행사를비롯,패션/잡

화부문까지전부문에걸쳐다양한행

사가마련됐다.

먼저 23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 홀

에서 리빙&웨딩페어 를진행한다.

리빙&웨딩페어 는세계각국의트

렌디한 리빙 상품을 한자리에 선보이

는 생활부문 대표 행사다. 기존 입점

브랜드 외 바이마르 포첼란 , 빌레

로이&보흐 , 마쯔오까 등 미입점

브랜드도선보일 예정이며, 다양한 특

가상품도판매한다.

19일까지 신세계 신한카드로 전액

결제시 디자인벤처스 의 엘리제 4

인 식탁세트 를 35% 할인된 208만

원, 시몬스 의 LK D2007A LK G

-Marconi 침대세트를 7% 할인된

295만원에구입가능하다.

또한 23일까지 휘슬러 의 허브 1

구하일라이트인덕션 을 37만원, 실

리트 의 패션 4종 세트 레드(16H,

20L, 20H, 24H+20/24찜기 증정)

를 49만 8,000원에판매한다.

같은기간지하 1층와인하우스에서

는 1년에단한번,뱅드신세계 를진

행, 세계각국의다양한와인을합리적

인가격에판매한다.

대표품목으로보르도지역의 2014

년빈티지(포도수확년도) 샤또무똥

로칠드 를 51% 할인한 99만원, 부르

고뉴 지역의 2015년 빈티지 몽제아

뮈네레 그랑 에세죠 를 17% 할인한

50만원, 칠레의 코노수르 20배럴피

노누아 를 50%할인한 4만5,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샴페인특가상품으로

앙드레끌루에실버브뤼 750ml+그

랑리저브 375ml 를 52%할인한 5만

5,000원에판매한다.

패션/잡화부문에서도 다양한 특집

특가행사가펼쳐진다.

23일까지 아디다스 는 패션스트

리트 행사장에서 트레이닝복&러닝

화 특집 을 열고 반팔티셔츠를 3만

9,000원, 후드티셔츠를 4만9,000원,

트레이닝바지를 5만9,000원, 러닝화

를 5만9,000원에판매한다.

남성부문에선 남성정장특집 을열

고 지이크 와 킨록by킨록앤더슨

의 남성정장을 각각 13만원/13만

9,000원(각 100벌한정)에한정판매

한다.

잡화부문 스타카토 는 선주문 특

별이벤트를진행한다.올하반기신상

품을 선주문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고객에게는 50% 할인혜택을 제공한

다.

페스티벌의 막바지인 24일부터 26

일까지는 1층시즌이벤트홀에서 해

외유명패션대전 을 진행, 엠포리오

아르마니 , 조르지오아르마니 , 질

스튜어트 등 11개 해외 유명 브랜드

의상품을 모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

일예정이다.

/길용현기자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3

광주신세계 개점 23주년축하페스티벌 열린다
오는26일까지 10일간… 리빙&웨딩페어 뱅드신세계 등행사다채

7월광주 전남어음부도율상승…부도액 611억원규모

지난 7월 광주 전남지역 어음부도

율이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16일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가발

표한2018년7월광주 전남지역어음

부도 동향자료에 따르면 어음부도율

은 광주는 전월보다 3.91%포인트 상

승했고, 전남은 0.15%포인트 증가했

다.

7월 부도율은 2.11%로 6월 0.52%

에비해 1.59%포인트상승했다.

특이부도를 제외할 경우 어음부도

율은 0 .22%로 지난해 평균

(0.20%)과비슷한수준을보였다.

광주 전남지역 부도금액(사업체

기준)은 611억7,000만원으로 전월

138억4,000만원에 비해 473억3,000

만원이 증가했다.업종별로는 서비스

업이 450억7,000만원증가했고, 제조

업은 18억6,000만원, 건설업은 5억

1,000만원각각늘었다.

신규부도업체는 2개로전월대비 1

개늘었으며, 업종별로는제조업과건

설업으로광주와전남각각 1개다.

/조기철기자

전남농협박태선본부장,폭염피해현장점검

곡성두계마을방문…농업인건의사항청취

농협전남지역본부 박태선 본부장은

지난 15일 폭염피해현장을점검하고

애로사항을청취했다.

박 본부장은 곡성 두계마을을 방문

해현장을점검하고마을어르신과농

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산동면

(감), 곡성군겸면(사과) 지역의피해

현장을살폈다.구례군산동면와우마

을의 단감과 대봉은 지난 4월 냉해피

해로인해현재과수가거의열리지않

는등피해가심각하다.

박태선 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이

루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며 전남농협은농업인들의어려움을

함께이겨나갈수있도록다양한지원

책을마련해적극추진해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조기철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박태선본부장은최근곡성두계마을을방문, 폭염피해현장을점검하고농업인들의애로사항을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