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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208042 (+732)

�
금리255% (+001)

�
코스닥54961 (+852)

�
환율 103350원 (36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은행권

최고 수준의 방카슈랑스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 신

방카슈랑스시스템을 구축 4일부터시

행에들어간다고밝혔다

새로 구축된 신방카슈랑스 시스템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발에 착수 9개월간

의실무작업과영업점테스트를거쳐완

료됐다 이시스템은상품비교설계프로

그램을 적용 방카슈랑스 상담고객에게

3종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상품선택권을 대폭 강

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스톱 계약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납입시기 관

리와 만기도래 및 연금지급 시기 관리

등방카슈랑스가입고객에대한사후관

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보험청약 등 업

무 프로세스도 대폭 개선하여 업무처리

시간을크게단축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은행 고객 상품선택권대폭강화

신방카슈랑스시스템 구축

광주지역수출기업 10곳중 8곳이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수출매출

감소와 환차손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

사됐다

4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에 따

르면 최근 기아차 등 관내 수출업체 85개

사를대상으로 원달러환율하락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47%가 최근 4개월

간가파른환율하락으로기업경영에부정

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정도는 매우부정적이 294% 다소부정

적이 553%로 조사됐다 별다른영향없

음이 141% 수입단가 하락으로긍정적

이라는응답은 12%에불과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광주상의는

연초 1달러 당 10601070원대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던 환율이 지난 3월25일부

터 하락세에 돌입해 지난달 10206원까지

급락 이들 기업이 단기적으로 받은 충격

이컸던것으로분석했다

환율하락에따른피해유형(복수응답)은

수출매출(이익) 감소로인한영업이익 하

락(775%)이 가장많았고 이미수출한물

량의 환차손 발생(606%) 수출물량 감소

(211%) 등의순서로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중소기업(857%)이 대

기업(750%)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컸으

며 손익분기점 환율이 최근 환율수준보

다 낮거나 수입 원자재 사용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환율하락 대응책으로는 원가절

감(360%)이가장많았고 대금결제시기

수출단가 조정(267%) 환변동보험 가입

(160%) 선물환 거래(53%) 등으로 답했

다 특히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경우도

28%에 달했다 그 이유는 비용부담(33

3%) 급속한 환율하락에 따른 대처 곤란

(286%) 수출비중이적어피해가적은때

문(190%) 등으로답했다

이와관련광주상의는아직도많은수출

기업이비용부담과정보부족으로환위험

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있다고설명했다

또 이 같은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

우에는지역수출기업10곳중 6곳(579%)

은 적자수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의 환율수준이 지역기업들이 예상하

는 적정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을 밑돌

아적자수출로인한채산성악화와더불어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업체들이 제시한 평균 손익분기점

환율은 10467원 수출 채산성을 담보할

평균 적정 환율은 10835원 등으로 현재

환율(지난달 기준 10206원)과는 큰 격차

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한편 환율하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

부 지원정책(복수응답)으로는 안정적 환

율운용(4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수출

금융세제지원(452%) 경영안정자금 지

원 확대(286%) 수출시장 개척 지원(23

8%) 중소기업환위험관리지원(131%) 결

제통화다양화지원(83%) 등이뒤를이었

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수출기업 85% 환율하락경영어렵다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차례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햇과

일 가격의 막판 변수로 태풍이 급부상했

다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배와 사과 등

과일 산지에서 낙과 피해를 일으킨 데 이

어 더 강력한 11호 태풍 할롱이북상 한

반도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예보에따라

유통업계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이마트는태풍나크리의영향으로배계

약재배 산지에서 510%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나주 영산

포 영암 등 남부지역 산지에서는 15%가

량의낙과피해가있었다 다만 사과의경

우문경 안동 영주죽장 예산등에별다

른 태풍 피해가 없었다 복숭아는 전주와

남원 청도에서 2030%의 낙과 피해가

있었으나판매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는

수준이라고이마트는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추석과일값

태풍이 정한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빚을 내 빚

을갚는 악순환이반복되는가운데광주

전남지역채무자가활용하는채무조정제

도중 개인회생에대한쏠림현상이더욱

심화한것으로나타났다

4일 금융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광주전남의 개인회생 신청자수

는 2371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0%(203

명) 가량늘었다 개인회생신청은 2009년

3869명에서 2010년 2821명으로 줄었다가

2011년 3359명 2012년 4077명으로 빠르

게 늘어 지난해(4559명)는 사상 처음으로

4500명을넘어섰다

개인회생신청의증가는기본적으로가

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

이다최근에는장기불황의여파로주부나

자영업자는물론고소득직군의대명사였

던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까지 범위

가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

에다다른채무조정제도에비해상대적으

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속되는것도큰영향을주

고있다

실제올해상반기신용회복위원회(신복

위)에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

웃을 신청한 광주전남 시도민은 2143

명으로 작년동기보다 200명(854%)이줄

고 프리워크아웃 신청자(345명)는 36명

(944%) 감소했다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자도 1430명으로 178명(1107%)이줄면서

2007년이후의감소세를지속했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

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요인때문에쏠림현상이발생하는것

으로보고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전국적으로 5만7069명

으로 작년동기보다 99%(5152명)나늘었

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개인회생신청자 2371명 10% 늘어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슈퍼갑부가 모두 35명에 이른다 이들

중 스스로 기업을 일궈 부를 쌓은 자수

성가부자는 10명에불과했다

재벌닷컴이 7월 말 기준으로 1883개

상장사와 자산 100억원 이상 비상장사

2만1280개사를대상으로대주주나경영

자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개인자산을 평가한 결과 상위 400명

의 자산은 모두 183조929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자 400명의 1인당 평균 보유

자산은 4590억원이었다

보유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슈퍼갑부

는 모두 35명이며 이 가운데 상위 10명

은 모두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 부자였

다 국내 최고 부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회장은상장사와비상장사

지분 가치와 서울 한남동 자택 등 본인

명의부동산을합쳐모두 13조2870억원

의자산을보유했다 정몽구현대차그룹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쳐 개인

자산이 7조6440억원으로 2위에 올랐으

나 이 회장과 격차는 무려 5조6430억원

이나됐다 3위는이재용삼성전자부회

장으로삼성전자와상장을앞둔삼성에

버랜드와 삼성SDS 등 비상장사 주식

한남동 자택 등 개인 명의 부동산을 합

해모두 5조1790억원의개인자산을갖

고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주식과 부동

산 등 4조4620억원의 자산으로 4위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아모

레퍼시픽 주가 급등으로 자산이 4조

3400억원으로 불어나 5위에 각각 올랐

다 이어 6위 최태원 SK그룹 회장(3조

500억원) 7위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2

조2370억원) 8위 신동빈롯데그룹회장

(2조1920억원) 9위이재현 CJ그룹회장

(2조1560억원) 10위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1조9690억원) 등이다

연합뉴스

한국 400대부자 1인당평균자산 4590억원

광주상의 85곳 조사결과 매출감소환차손피해

손익분기점보다 낮아 적자 수출 채산성 빨간불

4일광주이마트상무점에서한고객이과일매장에진열된복숭아를고르고있다 이마트제공

쏠림현상 심화  상반기전국 5만7천명

재벌닷컴 개인자산평가

1조원 이상슈퍼갑부 3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