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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무등시장과 광산구 송정역전

매일시장에 청년상인들의 점포가 개설된

다 동구 대인시장처럼 젊은층의 문화공

간을 조성해 다른 시장과 차별화를 꾀하겠

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전통시장에 창의적이

고 패기 있는 청년상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창업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

시장의 유휴 점포를 활용 인큐베이터(10

개 점포 이상) 형식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 총 20개 시장을

선정해 215개 점포를 육성할 계획이며 광

주에서는 무등시장과 송정역전매일시장

에 각각 10개씩의 청년 상인 점포가 들어

서게 된다 중기청은 창업 실패를 최소화

하고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 전 1개월 내

외로 체험점포 운영을 지원한 뒤 성공가능

성을 검증한 후 정식 입점을 추진할 계획

이다 또 사업 종료 후에도 청년상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멘토링

시스템 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 등 공동이

익 창출과 수익모델 발굴을 지원할 방침

이다

청년상인의 시장 변화 성공사례로 꼽히

는 동구 대인시장의 경우 예술야시장 별

장이 운영된 뒤 시장 전체매출이 운영 전

보다 200%나 올라갔으며 방문객 수도

150% 가까이 상승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영역에서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

상인회 전문가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

축으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청

년상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아이디어와 패기가 있

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 청년상인은 창

업 전문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교육

점포운영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

게 된다 또 청년상인에게는 점포 임차 실

내 장식(인테리어)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점포당 2600만원 내외)이 지원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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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광주전남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도양기업으로 조사됐

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

회가 3일 내놓은 소속 전문건설업체 3669

개(광주 1025전남 2644)의 2015년 시공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공능력

평가 1위는 전남도회 소속 도양기업(대표

기민영)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은 1354억원

으로 조사됐다 토공 전문인 도양기업은

지난해에도 광주전남 1위를 기록했다

협회별 소속사 순위는 광주시회의 경우

삼지토건(철근콘크리트514억원)이 1위

를 차지했다 이어 2위 대원개발(철근콘크

리트415억원) 3위 가현건설산업(철근콘

크리트404억원) 4위 한남유리(금속구조

창호385억원) 5위 광림토건(토공338억

원) 6위 대성건설산업(철근콘크리트306

억원) 7위 안산조경(조경식재277억원)

8위 우룡건설(철근콘크리트243억원) 9

위 창성디자인(실내건축214억원) 10위

경산기업(금속구조창호213억원) 순이었

다

전남도회는 2위 동아에스텍(금속구조

창호1166억원) 3위 해동건설(준설505

억원) 4위 대야산업(토공469억원) 5위

금농토건(철근콘크리트392억원) 6위 성

창이엔씨(강구조물388억원) 7위 대선산

업개발(철근콘크리트293억원) 8위 남경

건설(철근콘크리트286억원) 9위 청봉산

업(금속구조창호277억원) 10위 남해철

강(철강재설치265억원)로 조사됐다

시공능력평가액이란직전 3개년간의 공

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의 자료

를 종합 평가한 금액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광주시북구에살고있는대학생강모(23)

씨는부친의실직으로가계생활자금이부족하

자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해 부

족한생계비를충당했다

# 직장인 김모(28)씨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

아 연 35%대의 고금리 대출로 부족한 생계비

를 충당했으나 고금리로 인해 힘든 일상을 보

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환대출 지

원 소식을 듣고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생활의

안정을되찾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나생활자금부

족으로빚에 시달리는 청년대학생들이급증하

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지부장 송인

환)는 광주전남 지역의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신용회복지원 사업결과 올 상반기 중

모두 266명에게 11억7900만원을 보증을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86명(2325%) 6억4000만원(1188%)이 각각

급증한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존에 운영해왔던청년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보증사업이 알려지고

있는데다 올해 4월부터는 햇살론 보증에 청

년대학생생활자금대출 보증사업을 추가하면

서 이용자가급증한것으로분석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15% 이상의 고금리를 6

개월 이상 사용 중인 대학생또는 청년층이 제1

금융권의저금리(연 4554%)로갈아탈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업 또는 구직

활동에 집중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생활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받거

나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

려운 청년층과 대학생에게 저금리 전환보증이

큰도움이되고 있는것으로파악하고 있다

금융소외 서민들을 위한 소액금융지원실적

역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6

월까지 소액금융 지원실적은 519명에 17억

2500만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각각 158명(43

8%) 7억400만원(69%)늘었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관계자는 의도하

지 않게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받거나 신용등

급이 낮아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대학

생이나 청년층에게 햇살론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은 누구나 상담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상담신청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

에서 처리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각각 1783건과 21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62건과 8건 감소했지만 채무조정지원 실

적은 총 2000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54건

증가했다 개인회생이나신용회복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

ccrsorkr) 또는 전화(16005500 광주 062

2332643)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도양기업 광주전남 시공능력 1위

대한전문건설협평가액 1354억원지난해이어 2연속

무등시장송정역매일시장

청년창업점포들어선다

빚더미 청춘의 빛 햇살론

광주전남 고금리대출로생활비충당청년대학생급증

신용회복위 4%대전환대출사업 햇살론 도움

올상반기 226명 12억원지원6개월새이용 233% 늘어

지난 2일광주신세계 1층이벤트홀에서진행된 크록스슈즈대전 행사가여름바캉스필수상품인샌들과슬

리퍼를구매하려는고객들로인산인해를이루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샌들사자 백화점인산인해

기아자동차가 지난달국내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다

기아차는 지난 7월 국내 4만8202대 해외 18만

6325대를 각각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판매

는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었으나 해외 판매가

줄어 전체판매는 전년 동월에 비해 107%감소했

다 기아차의 7월 내수판매는신차 및RV판매 호

조로 2000년 현대차그룹 출범 이래 사상 최대 판

매 기록을 세웠다 쏘렌토와 카니발 등 RV 인기

차종들이판매 호조를 이어가 RV 판매가 전년 동

월 대비 102%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출고된 신형 K5는 일부 구형 모델을 포함해 총

6447대가팔려 2013년 7월(7479대) 이후 2년 만에

최다판매 실적을세웠다 K5의 계약대수는 지난

달말까지 총 1만1000여 대에달한다

모닝은 7349대 팔리며 기아 차종 최다 판매 차

종에 올랐다 카니발이 7158대 쏘렌토가 6331대

팔리며 휴가철 RV의꾸준한 인기를반영했다 봉

고 트럭은 5720대 K3는 4605대 스포티지R은

3254대팔렸다 해외판매는 수출 물량감소 등 요

인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54%줄었다

17월 기아차 누적 판매 실적은 국내 29만784

대 해외 147만2512대 등 총 176만3천296대로 전

년 대비 26% 감소했다 이 기간 국내 누적 판매

대수만 따지면 전년에 비해 114%늘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7월 국내시장역대최다판매

4만8202대전년비 14% 늘어

중기청 20개시장 215개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