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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12033 (+617) �금리 (국고채 3년) 186% (001)

�코스닥69927 (+704) �환율 (USD) 109050원 (92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광주은행(은행장김한)과전북은행(은

행장임용택)이기술보증기금(이사장김

한철)과손잡고광주전남북지역특화

형기술금융지원확대에나선다

광주은행전북은행기술보증기금은

1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 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활성화업무협약을맺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따라광주은행전북은행은각

각 2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특별 대

출펀드를조성하게되며 기술보증기금

은 보증지원 규모를 늘리게 된다 기술

보증기금은 또 기술 우수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금 보증비율을 90100%까

지 높이고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해

기업부담을줄여주기로했다

광주은행전북은행도 대출금리를 최

대05%우대하고추가신용대출도 지원

한다 특히 광주은행은 기술창조 우수기

업대출을통해최저2%대의저리로업체

당 최대50억원까지지원할방침이다

김한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

해 지역 내 청년 창업과 기술형 창업기

업 광주전남북 주력산업 신성장 동

력사업 기업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

다고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은행 기술 우수중기금융지원확대

전북은행기술보증기금과 창조경제활성화협약

#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A(27)

씨는 최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중 저축

은행을찾았다가깜짝 놀랐다 300만원을

빌리는데 무려 30%에 가까운 이자를 요

구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너무 높

은 이율이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은행 규

정이그렇니어쩔수없다며알아서하라

고 해무안을당했다

# 신용불량으로더이상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B(52)씨는 대부업체에

서빌린돈을갚아버릴요량으로저축은행

을 찾았으나 실망감만 갖고 돌아왔다 저

축은행의대출이자가상대적으로낮을것

이라는 생각에 문을 두드렸는데 금리가

대부업계나다름없이높았기때문이다

고금리에신음하는서민들의부담을줄

이고 1520%의중금리대출시장을만들

겠다는조건으로대형대부업체를인수한

일부저축은행이기존대부업체와마찬가

지로 고금리 장사를 하며 서민을 울리고

있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

축은행은 2014년 말 기준 총 자산이 각각

1조1132억원 7417억원으로 합병전보다

나란히 늘었다 전체 저축은행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K저축은행이 1년

사이에 12%에서 29%로 웰컴저축은행

은 14%에서 20%로각각올랐다

광주와전주 익산에 3개의지점을두고

있는 OK저축은행은 대부업체인 러시앤

캐시가지난해 7월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을인수해출범한 회사다 또 웰컴저축은

행은 지난해 5월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

라인이 해솔예신 저축은행을 인수해 법

인명을바꾼회사다

하지만이들저축은행의자산증가가대

출영업확대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고금

리대출영업에집중한결과라는데문제가

있다 간판만대부업체에서저축은행으로

바꿔달았을뿐 25%이상의고금리개인대

출에주력했다는것이다

지난해 1012월 OK저축은행과 웰컴

저축은행의가계신용대출(신규취급액기

준) 중연 2530% 금리가적용된대출의

비중은각각 990% 981%였다 대부업체

법정 상한금리인 349%보다는 낮지만 대

부분을 상한금리인 299% 내에서 고금리

대출영업을 했다는 뜻이다 일부 저축은

행이저신용자영업자를위해중금리(9

19%)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상

반된모습이다

OK저축은행관계자는 대출영업을확

대한 면도 있지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금융당국과 대부업체 쪽 대부자산을 5년

간 40%이내로줄이겠다고약속했고이에

따라 계열 대부회사의 대출을 저축은행

대출로전환한것이라며 이들고객에게

는 39%에서 299%로 최대 약 10% 금리

인하효과가있었다고해명했다

이와관련서민금융소비자들은대부업

계 저축은행이 간판만 바꾼 채 25% 이상

299%까지대출금리를받는것은서민금

융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또 다른 고금

리장사를하고있는것이라고하소연하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예금

수신이생겨자금조달금리가낮아지는데

도 그 혜택을 소비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

다며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할여력은충분하다고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부업계저축은행간판만바꾸고고금리장사

삼성전자모델들이 14일 삼성

스마트에어컨Q9000을구매

하는고객에게다양한혜택을제공하는 더운여름미리준비페스티벌 알뜰구매이벤

트를소개하고있다최대 50만원을할인하는이행사는이달말까지진행된다

삼성전자제공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

산되는전기차 쏘울EV가 올해 전국

9개지방자치단체가시행한전기차민

간공모에서판매량 1위에올랐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제주와

부산 창원 대구 영광순천포항 강

릉 춘천 등 올해 진행이 완료된 지자

체 9곳의 전기차 공모 결과 쏘울EV

는 총 1801대 가운데 409%인 737대

가 배정돼 가장 많았다 로노삼성의

준중형전기차 SM3 ZE는 613대로 2

위에올랐고BMW i3(183대)는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닛산 리프(132대) 기

아차 레이EV(105대) 한국GM의 스

파크EV(31대)순이었다

쏘울 EV는 9개 지자체 중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민간공모대수가가장많은제주도에

서쏘울 EV는전체배정물량 1468대

가운데 651대가 배정돼 가장 많은 판

매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

현재서울과광주도 600여대의전기

차 민간 공모를 진행 중이어서 쏘울

EV의판매량은더욱늘어날전망이다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는 광주는

총 100대를 추첨할 계획으로 보조금

은최대 1800만원이다 서울의경우 6

월5일까지 접수하며 보급 대수는 510

대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쏘울EV는 올

뉴 쏘울을 기반으로 개발된 고속 준

중형 전기차로 배터리와 전기모터만

으로 움직여 주행 중 탄소 배출이 전

혀없는친환경차량이다

쏘울 EV의 가격은 4250만원이지만

기아차는지자체민간공모에한해100

만원의할인혜택을주고있다 여기에

올해 환경부 보조금 1500만원과 지자

체별 보조금(최고 900만원)을 지원받

으면17502500만원에살수있다

기아차관계자는 1회충전때주행

거리가 148로공모대상차종가운데

가장길뿐아니라배터리 모터등핵심

부품의 보증기간도 경쟁 업체 중 가장

긴 10년 16만를제공하고있어서 소

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

인다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포스코가 최근 검찰수사 등으로 실추

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신뢰를 되

찾기 위해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

상경영쇄신위원회를 14일발족하고대

대적이고 구체적인 경영쇄신방안 마련

에들어갔다

비상경영쇄신 위원회는 권오준 회장

이 위원장을 맡고 포스코 사내이사 전

원과대우인터내셔널포스코건설포스

코에너지 등 주요 5개 계열사 대표들이

위원으로참여한다

특히 이날 비상경영쇄신 위원회 출범

에 앞서 쇄신위원 전원과 전 계열사 대

표들은권오준회장에게사표를제출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경영 쇄신

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

다

앞으로 비상경영쇄신 위원회는 구조

조정책임경영 인사혁신거래관행윤

리의식등 5개분과위로나눠구체적인

경영쇄신방안을마련하고 이사회보고

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

한편 이에앞서사외이사들은지난 4

월 30일 포스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을포스코경영진에게전달해▲구

조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거래관행의 투명성 ▲무관용의 윤리

원칙등총4가지분야에서중점적인쇄

신안을요청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은행과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은 14일광주은행본점에서지역내기술우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임용택전북은행장김한광주은행장김한철기술보증기금이사장

<광주은행제공>

삼성스마트에어컨Q9000 할인이벤트

포스코 사즉생 각오 경영쇄신

비상경영쇄신위원회발족

실추된이미지회복주력

전기차하면기아차 쏘울 EV

지자체 9곳 공모서 1위

1801대 중 737대 배정

서울광주도민간공모중

OK웰컴저축은행등

중금리 대출상품 없고

25% 이상 대출 주력

전기차 쏘울E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