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4월 1일 수요일 제19961호 ��
경 제

효성이 2017년까지 탄소소재와 농생명 문화산

업 등의 분야에서 150개 기업의 창업을 돕고 30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효성은 이

같은내용의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방안을확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효성은 전라북도와 함께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

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역량을모은창조경제지원단을구성해운영중이다

탄소산업 분야에서는 전라북도와 함께 보유 중인

첨단원천응용기술및 연구개발(R&D) 역량을결

집해새로운시장수요를창출하기로했다 특히 500

평규모의전주공장부지를무상으로제공해탄소특

화창업보육센터와첨단재료연구센터를건립한다

농생명산업분야에서는지역내8개국립정부출

연연구소와함께창업기업발굴및해외진출컨설

팅을 제공한다 지역 내 교육 기관들과 산학 연계

방안을 마련할계획이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한지게임 등 정보통신기

술(ICT) 분야 우수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

화를위한플랫폼을지원한다

이같은지원이실현되면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3년간150개기업의신규 창업을돕고이중30개강

소기업을육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분야별로는탄소창업 50개(강소기업 10개) 농생

명 창업 70개(강소기업 15개) 문화창업 30개(강소

기업 5개) 기업등이다

효성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협력해 창업 기

업이성공적으로안착할때까지단계별맞춤지원을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금융법률

분야에서창업아이디어분석및창업절차안내등

의종합서비스를제공한다 예비 창업자들이초기

아이디어단계부터도움을받을수있게하는창조

경제 협력펀드를결성해상반기내지원에들어갈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이코노& 비즈피플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내부로부터 혁신과 변화를 통해 조직을 새

롭게탈바꿈하고산학연이함께어울리는화합

의장을마련하겠습니다

지난달 10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제7대 원장

으로취임한배정찬(61)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지난 31일광주일보와인터뷰에서 광주테크노

파크의핵심목표는지역산업성장과일자리창

출 지역경제활성화에있다며 기업과연구기

관 대학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배 원장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보유한 아

이디어와 노하우를한곳에 모으면 엄청난 시너

지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테크노파크는

기업에게 갑으로 비치지 않도록 권위적인 모

습을버리고 기업인과세상의이야기를나누는

소통의날행사도할계획이라고말했다

이어 현재 광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

롯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과아시아문화

의 전당 개관 등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

무진하다며 자동차 가전 광산업 등 기존 주

력사업과도 접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

했다

배 원장은 새로운 비전과 경영목표 설정 경

영쇄신과제추진등 5대핵심과제도소개했다

▲광주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창조혁신형 신

산업 발굴 ▲기업유치와 기술창업의 핵심거점

구축▲글로벌마케팅을통한지역수출증대▲

윤리경영을통한고객만족도와신뢰도향상등

이다

배 원장은 지혜와 열정을 모아 기업에게 공

평한성공기회를 시민에게따뜻한일자리를만

들어나가도록하겠다며 내부직원과의소통

기업인과의소통 연구기관및대학과의소통을

통해산학연이함께어울릴수있는 화합의장

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특히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신성장동

력과기존산업의부가가치활성화 기업과연구

소의 협업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기업이 비즈니스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이가장큰목표라고강조했다

광주의 광산업이 이제는 융합산업으로 가지

를뻗쳐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

배 원장은 광산업의 경우 자립기반이 다져

진만큼 이제는 광의료 광바이오등융합산

업을통해부가가치를찾을때가됐다며 광산

업 기반의 새로운 산업이 광주의 신성장동력이

될수있다고말했다

광주 출신인배원장은광주일고와서울대를

졸업한뒤미국위스콘신메디슨대학원에서공

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

리산업연구본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

연구본부수석연구원등을역임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효성전북 150개 기업창업지원

현대기아차의미국누적판매대

수가 1500만대를넘어섰다 현대차

가 미국에 처음 진출한 지 약 29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미국 주력 차

종인 LF쏘나타(전장 4855)를 기

준으로 1500만대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둘레4만2075)를 173바퀴나

돌수있는거리다

31일업계에따르면현대기아차

는 1986년미국에진출한이후올해

2월 말 기준 총 1500만7425대를 판

매했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가

1986년 엑셀 수출을 시작으로 지금

까지 948만6714대를 팔았고 기아

차는 1994년 세피아를 처음 선적한

이후 552만711대를판매했다

현대기아차가미국시장진출이

후 2011년 누적판매 1000만대를 돌

파하기까지는 약 25년이 걸렸지만

이후 불과 4년 만에 1500만대 고지

를넘어섰다

미국시장에서가장많이팔린차

종은 쏘나타로 총 235만8263대 판

매됐다엘란트라(국내명아반떼)는

232만1893대로 2위를 기록했고 이

어 싼타페(116만8396대)가 뒤를 이

었다 2000년 단종된 엑셀(114만

6962대)과 엑센트(106만2258대)도

각각 100만대 판매를 넘어서며 미

국판매실적을이끌었다

현대기아차는올해미국판매목

표를 총 141만대(현대차 76만대 기

아차 65만대)로 잡았다 목표대로

판매가 순항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

차는 올 하반기 중으로 각각 누적

1000만대와 600만대를달성할것으

로보인다 임동률기자exian@

은행예금과대출금리가다시사

상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

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전월보

다 005%포인트하락한연 204%로

집계됐다 이는관련통계가집계되

기시작한 1996년이래가장낮은수

준이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3년 12월

연 267%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

작해 작년 3월(260%)부터 11월(2

10%)까지 사상최저행진을이어가

다가은행들의거액예금 유치과정

에서작년 12월(216%) 일시상승했

으나올해 1월부터다시하락했다

대표적인 저축성 수신상품인 정

기예금도 지난달에는 연 202%로

전월(208%)보다 006%포인트 하

락했으며 정기적금도 이 기간 2

35%에서 231%로떨어졌다

지난달 새로 취급된 정기예금의

금리대별 가입액 비중을 보면 연 1

0%대이하가벌써 307%에달했다

연 2%대는 690%를차지했다 지난

달은행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는 연 386%로전월보다 004%포인

트 떨어졌다역시사상최저다

기업대출은 연 402%로 전월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가계대출이 전

월 연 359%에서 348%로 떨어진

데따른것이다

가계대출가운데는주택담보대출

(334%→324%)과일반신용대출(4

99%→488%) 등의 하락폭이 큰 편

이었고 500만원이하 소액대출(4

53%→458%)은상승했다 연합뉴스

1500만대
현대기아차美누적판매

쏘나타 236만대 팔려 1위

年 204%
예금금리 005%P 인하

가계대출금리는 348%

쏘나타

산학관 협업신성장동력육성

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핵심목표

기업이비즈니스하기좋은도시조성

光산업 융합통해부가가치창출해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방안확정
미국의 페이팔이나 아마존처럼 우리나라 전

자상거래에서도 보안프로그램이 필요없는 간

편결제서비스가본격시작됐다

삼성카드는 지난 30일 온라인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가

능한 로그인간편결제서비스를오픈했다일

부 카드사가 보안프로그램이 필요없는 온라인

결제를허용하고있지만전가맹점을대상으로

한것은처음이다이로써지난해 천송이코트

논란으로불거진우리나라온라인결제시스템

의불편함이사실상없어지게됐다

종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려면 부

정매출방지 및 키보드 보안 관련 보안프로그

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

나이번에시작된간편결제는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결제창이 뜨면 아이디와 패스

워드입력만으로결제할수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간편결제 본격화

삼성카드 보안프로그램설치없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