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프리즘

감정가보다 2배 …서구덕흥동매각가율 113%기록

전남광양도아파트매물품귀현상…상업시설도 후끈

9월광주지역아파트경매시장에나

온매물가운데가장높은낙찰가를기

록한 아파트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

코오롱하늘채 다.

15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

에따르면 9월경매시장에나온 광주

광산구수완동코오롱하늘채 의최종

낙찰가격은 5억4,178만이다. 당초감

정가 3억6,200만원보다 매각가율

150% 오른 것이다. 경쟁률은 37:1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

는경쟁률 24:1을보이며당초감정가

보다145%상승한 2억4978만원에낙

찰됐다. 광주 광산구 장덕동 진흥수

완더루벤스 도 매각가율 111% 상승

했다. 이들매물의응찰자평균경쟁률

은 27:1이다.

광주지역 일반 토지 경매도 활발했

다. 토지경매는 11건이진행돼 9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20.4%p상승한 115.5%를기록했다.

평균응찰자수는전월대비 2.1명증가

한 4.0명이다. 광주서구덕흥동소재

4,000㎡밭은감정가의 113%인 14억

5,600만원에 낙찰, 9월 광주 최고 낙

찰가물건이됐다.

이와함께전남주거시설경매시장

도높은낙찰가율을보였다.

9월 전남 주거시설 경매는 80건 중

28건이거래됐다. 낙찰가율은전월대

비 8.8%p상승한 95.0%를기록했다.

평균응찰자수는전월대비 0.2명증가

한 4.3명이다. 업무 상업시설 역시

106건 경매에나와 1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전월대비 25.3%p상승한

78.1%로집계됐다.

주요낙찰사례로는전남광양시중

동소재80.8㎡아파트에 24명의응찰

자가몰렸다. 이에따라감정가의96%

인 1억4527만원에 낙찰, 9월 전남 최

다응찰자물건이됐다.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물건은 전남

나주이창동소재 2,778㎡ 밭으로감

정가의 94%인 7억6,410만원에 낙찰

됐다. 특히해당매물은 제1종일반주

거지역 으로, 현재 주거나지로 사용

중이다. 앞서이매물은 1회유찰로감

정가의 70%까지 저감됐음에도 비교

적높은금액에매매됐다.

한편, 전국 9월법원경매최고가낙

찰물건은부산영도구동삼동에소재

하는 공장용지로, 651억1,111만원에

낙찰됐다.

해당매물은토지6만7,160㎡, 건물

8,109㎡의공장및관련용지다. 조선

소 기자재 생산 선박수리 보세창고

등이형성된바다인접한공장지대다.

또한최다응찰자물건은서울성동

구성수동2가소재단독주택(토지 40

㎡,건물30.1㎡)으로 162명의응찰자

가 몰렸다. 감정가의 347%인 8억

8,888만원에 낙찰돼 역대 주거시설

응찰자수 1 위기록을갱신했다.

/김영민기자

광주광산 남구APT경매경쟁률평균 27:1

난방용품등겨울상품매출증가

최근 아침, 저녁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서호빵과난방용품등겨울상품이불티나

게팔리고있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은지난 8일부

터 11일까지 나흘간 호빵 매출액이 전주

동기(1∼4일)대비5배이상(536%) 증가

했다고 15일밝혔다.

이기간사무실과집에서간편하게사용

할 수 있는 전기방석 매출은 146% 늘었

고, 미니 히터와 벽걸이형 온풍기도 각각

137%와93%증가했다.

겨울 의류도 여성 패딩점퍼(251%)와

패딩조끼(105%), 패딩부츠(45%)가모

두큰폭으로늘었다.

이마트는전국14개의스마트모빌리티편집숍인 M라운지 와 등총 16곳에서 대림 의친환경전기이륜차인 재피(ZAPPY

) 판매에돌입했다. /이마트제공

이마트가지난 14일부터전국 14개

의스마트모빌리티편집숍인 M라운

지 와 2개의자체팝업매장등총 16곳

에서 대림 의 친환경 전기 이륜차인

재피(ZAPPY) 판매에돌입했다.

내연기관 스쿠터의 외형을 띄고 있

는 재피 는전기구동이동수단특성

상 주행시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으

며, 소리 없이 조용한 것이 특징이다.

1회충전시최대 100㎞까지주행할수

있으며,최고속도는시속70㎞로일반

도로에서도여유롭게달릴수있다.

전기 이륜차인 만큼, 경제성도 높

다. 하루 50mk 주행시 전기료가 260

원에 불과해한달간 7,800원으로유

지할수있다. 충전은 220v 가정용전

기를사용하며,배터리탈부착이가능

해 배터리를 가정으로 가져가 간편하

게충전할수있다.

또한 안정성을 고려해 사이드 스탠

드를걷어올려야만전기공급이이뤄

지는 스탠드록 기능과초기발진시

슬로우스타팅기능을넣었다.

허준석 이마트 레저스포츠 바이어

는 극심한 미세먼지로 매년 불편을

겪는 가운데 전기 이동수단이 효과적

인 대안 이라며 전기차도 매년 2배

이상성장하는등이분야성장세가가

파르다 고말했다. /길용현기자

경제2018년 10월 16일 화요일2

국내 100대기업의여성임원이올해처

음 200명을넘어선것으로조사됐다.

지난 2013년 100명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배수준으로늘어난것이나, 여전히

전체 임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도 못 미치는등기업의 유리천장 은여

전하다는지적도나왔다.

15일기업정보분석업체인한국CXO연

구소(소장 오일선)에 따르면 매출 기준

100대기업이제출한반기보고서의임원

현황을분석한결과오너가(家)출신과사

외이사를 제외한 여성임원은 모두 216명

으로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미래에셋대우의 업

무 전반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종합검사

를한다고밝혔다.

금감원은 22명, 5개검사반을투입해종

합검사를할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금감원은 올해 2~3개 초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종합검사

를하겠다는계획을밝히고서지난 5~6월

한국투자증권, 6~7월NH투자증권에대해

종합검사를벌였다.

금감원은 이번검사는그동안중복적으

로부문검사를받던대형증권사의수검부

담을완화하는한편내년 유인부합적 종

합검사를본격도입하기에앞서시범실시

방안의하나로이뤄지는것이기도하다 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대비인재양성나선다

중기지방청, R&D 3D 프린팅교육실시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중소기업연

구개발제품상업화를위한 3D프린팅

교육이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 전남지방청

과 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센

터, 광주전남 3D프린팅 협회는 시도

단위 지역주력 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및 융복합 기술

개발지원을위한 R&D 3D프린팅교

육을전액무료로진행한다고 15일밝

혔다.

이번교육은중소기업재직자, 취업

예정자,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시작하며매주 3일씩 5주간

실시한다.

4차산업 기본교육과 R&D 제안서

작성방법, 3D프린팅소프트웨어교육

및 활용 방법을 교육생 3~4인당 전문

가 1인이 전담한 Step by Step 형식

으로진행된다.

교육은 4차산업 기본 교육, 중소기

업 R&D 제안서 작성 방법과 실무를

시작으로Freeform소프트웨어를이

용한 3D기초모델만들기에서이미지

엠보싱과 스케일 조정 3D 실물 프린

팅, 후가공까지 실시되며 Design X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도 병행할 예정

이다. /길용현기자

이마트 스마트모빌리티 편집숍운영

전기이륜차 재피 16점에서판매돌입

홀리데이인광주

복순도가&파전세트판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의 디오니소

스카페&바는 복순도가&파전세트

를선보인다.

해당 프로모션은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1층 디오니소스 카페&바

(Dionysos Cafe&Bar)에서 진행되

는 프로모션으로 복순도가 손 막걸

리 와 파전 을 세트로 구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두달간진행한다.

복순도가 손 막걸리는 막걸리 계의

돔 페리뇽 으로 불리는 프리미엄 막

걸리로,저온발효로발생하는천연탄

산과풍부한과실향을느낄수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 가능하

며,가격은3만9,600원(부가세포함)이

다. 문의062-610-7063. /길용현기자

복순도가&파전세트

/홀리데이인광주호텔제공

100대기업여성임원 200명돌파

미래에셋대우종합검사실시

금감원, 내달 6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