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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방송인김제동이소주제품인 아홉시

반의남성단독모델로발탁됐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유철근)는 신제품

아홉시반의모델로김제동을선정했다

고 15일밝혔다

김제동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와 힐링캠프를 통해 대중들에

게친한형 이웃집오빠같은친숙한이

미지를구축하며 활동하고 있는대표적

인방송인이다

보해양조 측은 친숙하고 편한 이미

지를 지닌 김제동이 함께 소주 한잔 기

울이고싶은이미지를지니고있어소주

제품 콘셉트와 잘 맞물렸다고 선정이

유를 밝혔다 김제동은 아홉시반 모델

로서 젊은 층이공감할수있는 진짜인

생 이야기를 나

눌 수 있는 활

동을 펼칠 계획

이다

아홉시반은

주류업계에서

유일하게 175

도 용량 375ml

의 저도수 소주

다 보통 19도

인 소주 도수를

15도 낮춘 만

큼 용량을 360ml에서 375ml로늘려도

수인하로인한원가절감을소비자에게

직접환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제동보해 아홉시반 소주 모델

경기불황일 때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서민차량이자 서민 재산목록 1호로 불

리는 소형 상용차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

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용차

선호현상덕분에상용차판매량은올해에

도치솟는중이다

15일 기아자동차에따르면 광주공장에

서생산되는봉고트럭은올해 14월 1만

9616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1만8483

대)보다 61%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했다

봉고 트럭과 함께 상용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현대차 포터 트럭 역시 14월 3만

3776대가 판매돼 지난해(2만9843대)보다

판매량이 132% 증가했다 스타렉스판매

량은 1만6702대로 14%성장했다

판매량상승덕분에기아차광주공장의

생산량도 증가추세다 14월 봉고 트럭

생산량은3만7285대로전년(3만3920대)과

비교해 10%가늘었다

봉고와포터는자동차월별판매량순위

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포

터는지난 3월 9488대가팔려기아차모닝

(9196대)을 제치고 가장 많이 판매된 국

산차 자리에오르기도했다

신차수요만증가한것이아니라중고차

매매시장에서도이들상용차의입지는단

단하다 광주 중고차 전문사이트 카사랑

방에 따르면 포터2 트럭의 경우 광주지역

중고차시장 판매 1위를 수년 째 차지하며

매달 200여건 가까운거래가이뤄지고있

다 지난해 광주지역 중고차 판매량 10위

권에는 포터와 봉고3 트럭을 포함 상용차

만 3종이나포함됐다

중고차경매업체인 현대글로비스는 포

터의 평균 시세가 지난해 535만원에서 올

해 551만원으로 20여만원 가까이 올랐다

고 설명했다 봉고 역시 600만원에서 630

만원으로시세가뛰었다

소형 트럭은 과일채소류를 판매하는

차량으로 서민들 사이에 익숙한데다 택

배배달업 등에 활용도가높아 소규모 창

업에용이하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상반기 내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

식을파는푸드트럭이합법화되면서소형

트럭의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소형상용차의판매호조는경기회

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나

쁘면실직한자영업자들이늘어상용차가

잘팔리고 좋으면 장사가잘될것 같다는

희망에또상용차를찾는다면서 올해는

상용차와승용차가동반성장해경기가다

소풀리는것같다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소형상용차봉고포터없어서못판다

광주상공회의소가직원신규채용및기

존직원의 직무능력을 가늠하는 종합직무

능력검사 KTest(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General Apti�

tude Test)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

로시행한다

대한상의에서 개발한 KTest는 인성

검사와 직무능력검사 등으로 구성됐으

며 최소 10인 이상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모든업체에서활용이가능하다

인성검사는성공적인직무수행및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고 있

는지를 판단하는 검사로 반사회적 성향

이나 조직문화에 부적합한 성과저해성향

을 식별할 수 있다 직무능력검사는 일반

사무직업무수행에요구되는기초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언어이해 상황판단 자

료점검 자료해석 수열추리 일반상식 등

6개영역으로구성됐다

KTest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신탁 부산항만공사 부산은행

현대글로비스 두산그룹 등 200여 기관이

활용중이다 문의(06235058501)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상의 종합직무능력검사 KTest 시행

광주신세계지하1층프리미엄식품관 신세계푸드마켓전경

광주신세계 식품관이 프리미엄급으로

다시 태어났다 광주신세계는 3개월여간

진행한지하식품관리뉴얼공사를마치고

16일 프리미엄식품관 신세계푸드마켓

으로그랜드오픈한다고 15일밝혔다

지난 4월프리미엄간편조리코너 델리

&스위트를 1차 오픈한 이후 이색적이고

다양한먹거리로지역민에게즐거운식음

문화를제공하고있는광주신세계는프리

미엄 신선식품 코너 후레쉬 푸드 마켓의

추가리뉴얼로지역최고의명품식품관을

완성한다는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식품관

푸드 마켓 오늘 오픈

금융감독원이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

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

행 등 17개 금융사의 전국 모든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 부착을 지시해 해당

금융사가난처한처지에빠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영업

점포에 2013년도 민원발생평가 결과

를게시하도록했다

이평가에따르면은행권평가대상사

15개중외환은행과기업은행등 4개은

행의평가등급이개선된반면국민은행

과신한은행 2개은행은하락했다 광주

은행은전년도 2등급에서 지난해 1등급

으로향상됐다

금감원은최근전금융사에공문을보

내 올해 민원평가 등급을 공지하는 한

편 공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금감원 민원발생

평가결과등급(우수불량)을폰트 55

로 표시해 3개월간 영업점 입구에 게시

해야한다홈페이지에도이번주부터평

가등급을공개하도록했다

금감원의 민원평가 결과가 소비자들

에게직접공개되면서금융사간희비가

엇갈리고있다 광주은행은최우수등급

을 받아 즐거운 표정이지만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회사들의 걱정은 이만저

만이아니다

5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알리안츠생명에이스생명우

리아비바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

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18개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민원불량금융사빨간딱지

소규모 창업 쉽고 푸드트럭 합법화 영향 판매량 증가

중고차시장서도매달 200건 거래  인기여전

한금융회사의영업점입구에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민원발생평가결과 5

등급(불량)이라는문구가박힌A4크기의용지가붙어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전국지점홈피에부착

광주은행은최우수 1등급

에버랜드는 14일 소비자들이스마트기

기를 활용 테마파크의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특별체험프로

그램을 진행한다고밝혔다

손목에 차는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핏을 활용 입장권 구입에서 놀

이기구대기시간확인까지가능한서비스

로 6월말까지무료로이용할수있다

이용희망자는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이용권을사전구입하면기어핏

에 이용권이 QR코드로 나타나 별로도탑

승권등을들고다닐필요없이놀이기구를

즐길수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에버랜드 스마트활용입장권대기시간확인서비스

광주공장

생산량
3만7285대

(2014 14월)


생산차

판매량

1만9616대

(2014 14월)


중고차 매매가격 지난해600만원 

지난해대비 10%

 61%

올해 630만원

서민 재산목록1호 봉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