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13(제7448호) 경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

가 지난 15일 본부 사옥에서 ‘지역 ICT기업과

의 상생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LX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실험사업’에 따른 추진상황을 공유

하고, ㈜포어사이트를 비롯한 13개 ICT기업과

의 협업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자

리로 마련됐다.

이권 LX 지역본부장은 “스마트시티는 안전

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이자 대한민국 혁신성

장의 플랫폼”이라며 “LX가 업무협약을 맺은

㈜한글과컴퓨터와 같은 대기업과의 협업 사례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LX지역본부‘ICT기업과협력’간담회

● 투데이 경제

전남지역 우체국 봉사단이 지역사회와 적극

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소외계층 찾아 다양한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목포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은 지난 13일 목

포 용해동 소재 목포아동원을 찾아 샴푸·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편지를 써서전달하는등뜻깊은시간을보냈다.

같은날 장성우체국도 와룡복지회관과 삼태

경로당을 방문해 40만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전달하고, 평소 외롭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말벗봉사를 실시했다. /임후성기자

전남지역우체국 ‘행복나눔봉사활동’
● 투데이 경제

호남지방통계청은 최근 전남도청소년미래재

단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

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계조사

관련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 서비스 상호 협력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구

축 ▲통계발전을 선도할 청소년 인재육성 등에

상호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호남지방통계청은 청소년

들에게 통계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통

계 인재 양성 등 지역 통계 활성화에 기여할 예

정이다. /임후성기자

호남통계청-전남청소년미래재단협약
● 투데이 경제

우리나라 국민이 내 집을 처음 마련

하는 데는 평균 7.1년이 걸리고, 특히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려면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9년 정도를 모아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57

.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

에 의뢰, 지난해 6-12월 표본 6만1천27

5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에 걸리는 시간은 7.1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8년, 2016년 6.7년보다 0.2-0

.3년 늘었다.

자가(自家)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

택구입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 단위에서 5.5배(중앙

값)로, 2017년의 5.6배보다 다소 낮아

졌다.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

한다고 가정해도, 5.5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수도권의 PIR는 6.9배로 광역

시 등(5.6배), 도 지역(3.6배)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6.7배)보다도 더 높

아졌다.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집을 빌린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

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RIR

(Rent Income Ratio)는 전국에서 1

년 새 17%에서 15.5%(중앙값)로 떨

어졌다. 하지만 역시 수도권의 경우 1

8.6%로 오히려 2017년(18.4%)보다

상승했다.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1%로 전년과 같았다. 수

도권(54.2%), 광역시 등(63.1%), 도 지

역(70.3%)에서 모두 변화가 없었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

(자가 점유율)도 2017년과 다름없이 5

7.7%였다. 이는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1년 사이 수도권 자가 점유율은 49.7

%에서 49.9%로 다소 올랐지만, 광역

시 등의 경우 60.3%에서 60.2%로 떨어

졌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7

년으로 2017년(8년)보다 줄었고, 현

재 집에서 산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의 비율(주거이동률)은 36.4%로 집계

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0.6%)의 주거

이동률이 광역시 등(35.5%), 도 지역

(30.6%)보다 높았다. 수도권에서 더

자주 이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1.7㎡로 201

7년의 31.2㎡보다 다소 늘었다.

전체 가구의 5.7%(111만 가구)는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 비율은 전년(5.9%, 114만 가

구)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연합뉴스

‘생애최초주택’마련평균7.1년걸린다
연 소득 6.9년 모아야 수도권에 집 장만

내집 보유율 61.1%·주거율 ‘역대 최고’

5G스마트노래방앱븮싱스틸러븯출시 KT가5G스마트노래방애플리케이션븮싱스틸러븯를출시했다고16일밝혔다.싱스틸러는K

T의5G초저지연기술을활용해최대4명이동시에한화면에서영상으로노래할수있는서

비스다. /KT제공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가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천2

5건으로, 작년 같은 달(7만1천751건)

보다 20.5% 감소했다. 5년 평균(8만9

천425건)과 비교해도 36.2% 적은 수준

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택 매매거래

량이 지난해 4월 3만7천45건에서 2만5

천366으로 31.5%, 서울에서는 같은 기

간 1만2천347건에서 6천924건으로 43

.9% 각각 감소했다.

1-4월 누적 거래량도 작년 같은 기

간보다 전국 단위로는 33.6%, 수도권

은 47.6% 줄었다.

다만 3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

권 4월 주택 매매거래는 11%(5만1천

357→5만7천25건), 13.4%(2만2천375

→2만5천366건)씩 늘었다.

유형별로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5천893건으로 작년 4월보다 22.6%,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

은 2만1천132건으로 16.7%감소했다.

전·월세의 경우 4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6만1천744건이 거래

됐다. 작년 4월(15만3천609건)보다 5.3

%, 5년 평균(14만1천807건)보다 14.1

%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월 전·월세

거래(10만8천631건)가 1년 새 6.4%, 지

방(5만3천113건)에서 3.2%증가했다.

1-4월 전국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

운데 월세 비중은 40.8%로 작년 4월과

같았다.

주택 매매거래량,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

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

이지(rt.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4월 전국주택매매거래 1년새 20.5% 븮뚝븯

아파트거래량 3만5천893건븣전년比 22.6% 줄어

지난달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9억8

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6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4

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

보다 3.8% 감소한 43억7천만달러, 수

입은 2.6% 증가한 33억8천300만달러

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0% 감소,

수입은 1.0% 증가 등 무역수지 기준 31

억7천2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 보다

0.8% 감소한 11억9천400만달러, 수입

은 5.8% 증가한 5억3천100만달러를 기

록해 무역수지는 6억6천300만달러 무

역흑자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4.0%)·

기계류(1.7%)는 증가하고, 반도체(1

4.3%)·가전제품(11.7%)·타이어(10.5

%)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0%)

·가전제품(22.0%)·기계류(14.4%)·고

무(3.0%)는 늘었고, 화공품(3.5%)은

줄었다.

전남지역 4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9% 감소한 31억7천600만달러, 수입

은 2.0% 증가한 28억5천2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해 무역수지는 3억2천4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로 수출은 철강제품(4.3%)·

수송장비(88.8%)가 증가했으나, 화공

품(6.9%)·석유제품(21.0%)·기계류(5

6.8%)는 감소했다. 수입은 철광(32.2

%)·화공품(41.0%)은 늘어난 반면 원

유(3.6%)·석탄(13.7%)·석유제품(7.6

%)은 줄었다. /박은성기자

광주 6억6천300만달러·전남 3억2천400만달러

4월 지역무역수지 9억8천700만달러흑자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전문 특화유

통점인 ‘타이어프로(Tire Pro)’가 ‘교

체대행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

6일 밝혔다.

‘교체대행서비스’는 고객들이 원하

는 곳으로 운전기사가 방문해 차량을

수령하고 작업 후 다시 가져다주는 타

이어프로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

비스다.

고객들이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

아도 타이어프로에서 제공하는 표준

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타이

어프로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유 차량

에 맞는 상품, 원하는 매장과 시간, 차

량 수령 및 회수 장소를 선택해 결제를

완료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타이어 교체 외에도 경정비 서비스

가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요금은 차량

수령지부터 매장까지의 이동 거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된다.

금호타이어의 교체대행서비스는 제

주도를 제외한 전국 타이어프로 매장

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용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타이어프로 홈페이지(w

ww.tirepro.co.kr)’나 타이어프로 고

객센터(1833-39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후성기자

타이어프로 ‘교체대행서비스’ 실시

고객원하는곳에서차량수령븡회수가능

CMY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