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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노사가지난 23일 광주공장

에서 2014년 단체교섭 상견례를갖고본

격적인단체교섭을시작했다

금호타이어는이날오후김창규사장과

허용대 노동조합 대표지회장을 비롯 사

측대표위원인김석호생산기술본부장노

측대표위원인심종섭민주노총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등교섭위원및관계자15

명이참석한가운데단체교섭상견례를진

행했다

상견례는노사양측교섭위원소개와대

표이사및교섭대표위원의인사말로진행

됐으며노사대표는인사말을통해워크아

웃 졸업을 앞두고 이번 단체교섭이 매우

중요하다는공감대를나눴다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은 올해가 워

크아웃 졸업 여부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

한 해라고 말한 뒤 경영정상화와 회사

의 미래를 위해 이번 교섭에서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도록 양측 교섭위원들이 최

선을다해달라고주문했다

허용대노동조합대표지회장은 조합원

들이 워크아웃 기간 동안 많은 고통을 받

았다며 워크아웃이하루빨리끝날수있

도록협상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노조는올해임금협상에서기본급 15만

9614원(96%) 인상안을제시하는한편기

능수당 5만원 신설 근속수당 1만원 인상

지난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

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에 관한 문구를

수정해통상임금에포함될수있도록요구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워크아웃 졸업 및

그에 따른 피해보상과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10개항목의별도요구안에담았다

사측은올해워크아웃졸업이라는명제

아래노조의제시안을검토하겠다는입장

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교섭을통해경영정상화와노사상생을위

한협상안을도출해나갈예정이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호타

이어노사는워크아웃졸업을위해 4년만

에 조정신청 없이 무쟁의 잠정협상안을

도출했다며 올해연말워크아웃졸업이

확실시 되는 만큼 노사가 원만하게 협상

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

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워크아웃졸업앞두고 무분규협상 타결할까

한국산업단지공단과광주연구개발특

구가지난 23일장성나노기술일반산업

단지 2차 분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기

업유치에나섰다

분양 규모는 산업물류공공용지 등

40필지(30만9869)로 입주자격은 IBT

(정보생명기술) IET(정보환경기술)

NT(나노기술) 등첨단산업및기타제조

업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격

은당 20만3000원으로 광주첨단 2단

계(23만6000원) 진곡일반산단(27만

5967원) 등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대금납부는 계약금 10% 및 6개월마다

중도잔금 90%를분할납부하면된다

분양접수는 6월9일부터 사흘간 산업

단지공단 장성사업단에서 진행되며 입

주계약신청은 관리기관인 광주연구개

발특구본부에서 6월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2015년까지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일원에 90만2000규모로조성되

는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는 호남

고속도로 광산IC 장성담양고속도로

북광주IC 국도 11324호선 등이 가로

세로로연결되어뛰어난교통물류인프

라를 갖추고 있다 문의(0708895

7775 7787)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산단공 장성 나노기술일반산단 2차 분양

기아자동차의 올 뉴

카니발이 사전계약 이

틀 만에 5000대를 돌파

하며대박조짐을보이고

있다

25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전국기아

차지점을통해사전계약

에 돌입한 올 뉴 카니발

은 첫날 3700여대를 달성한 데 이어 이

튿날에는 1300여대가 추가계약되는 등

상세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계약 이틀만

에 5000대 기록은 2009년 K7이 기록한

3100여대 이후 기아차 신차 중 최고 기

록에해당한다

기아차관계자는 사전계약대수 5000

대돌파는그동안올뉴카니발을기다려

왔던 고객분들이 그만큼 만족감을 나타

내고있는것이라며 내달출시와함께

고객시승이벤트와체험마케팅을통해

뛰어난올뉴카니발의상품성을적극알

리는데힘쓸것이라고말했다

9년 만에 새롭게 출시될 올 뉴 카니발

은세련되고볼륨감있는스타일의외관

디자인과 함께 세계 최초로 4열 팝업 싱

킹 시트(PopUp Sinking)가 적용되는

등실내편의성을한층높인것이특징이

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올뉴카니발사전계약이틀만에 5000대 돌파

지난 23일금호타이어광주공장에서열린 2014년금호타이어단체교섭상견례에서김

창규금호타이어사장과허용대노동조합대표지회장등양측교섭위원들이의견을나

누고있다 금호타이어제공

금호타이어노사단체교섭본격협상

노조기본급인상등요구 사측 최선다하겠다

은행의총대출금가운데가계대출이

차지하는비중이 13년만에최저치로떨

어졌다 부동산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면

서집값이떨어지자가계가집을담보로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

데따른현상으로분석된다

25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말현

재 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돈은 481조

1131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17%를 차

지했다 이는 2000년 가계대출 비중이

351%를기록한이래가장낮은수치다

국내은행들의가계대출비중은 IMF

외환위기당시인 1998년 277% 1999년

316% 수준이었지만 2000년부터 40%

대로뛰어올랐다

2001년 441%에서 2005년 498%로

정점을 찍은 가계대출 비중은 정부의

가계대출억제정책으로 2007년부터둔

화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42%대로 떨어졌고

2010년부터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고있다

부동산시장의 장기 불황과 주택담보

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의 등장이 가계대출 비중 축소의

가장큰원인으로분석된다 연합뉴스

은행권대출금가계비중 13년만에최저

세월호참사여파로경기가얼어붙으면

서소상공인10명중 8명이타격을입은것

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21일 여행

사 음식점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400명

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가운데 778%가타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받고 있지 않다는

답은 122%에그쳤다

업종별로는 여행사 등이 포함된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가운데

857%가타격을입었다고답하는등가장

피해가컸다숙박및음식업은 817% 운

수업 78% 도소매업 72% 예술스포츠

및여가 관련산업 70%가타격을입었다

매출 감소폭도 컸다 소상공인 가운데

76%가지난해 45월보다매출이 줄었다

고답했고 감소폭은평균 334%로나타났

다 세월호 사고 한달 전과 비교하면 소상

공인 중 79%가 매출이 줄었고 감소폭은

372%에달했다 이에따라자금난이심해

져 부채가 늘어났다는 소상공인이 278%

세금 체납 234% 임대료 지연 218% 은

행대출상환지연165%로조사됐다

직원들이 본 피해도 상당했다 사장이

월급을 반납한 비율이 212% 종업원 감

원 165% 종업원 급여가 밀린 경우는

12%로나타났다 소상공인은경영난자구

책으로비용절감을한다는답이 655%였

고 이어가격할인 127% 영업시간연장

76%등으로나타났다

세월호여파에따른경기침체는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경기 침체

예상 기간으로 46개월을 꼽은 비율이

32%였고 7개월이상이어질것이란답은

312%였다 23개월지속할것이란전망

은 318%를 차지했고 1개월 이내를 꼽은

비율은 5%에불과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10명중 8명 세월호여파경영타격

여행사 857%로 최다피해

지난주말광주지역대형마트청과매점에서한직원이칠레산포도를정리하고있다 관련업계에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올해까지 3

년연속봄철(35월) 과일판매순위 1위는수입포도다보통봄에는국산제철과일이많지않아서저장해놓은수입과일이많이팔린

다는설명이다 연합뉴스

봄철과일판매 1위수입포도

로또복권 (제5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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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1710918329

2 53051732

3 1353843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8

43

1685

79069

129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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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불황장기화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