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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한국은행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내렸음에도 시

중은행들의주택담보대출가산금리는 0

33%포인트오른것으로나타났다

2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7개 국내

주요은행의분할상환방식주택담보대출

금리를조사한결과 8월말현재평균금

리는 298%였다

은행권주택담보대출평균금리는2013

년 6월말382%에서 2년사이084%포인

트 내렸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이 인하한

기준금리폭(10%포인트)보다작다

한국은행기준금리는 2013년 5월 25%

에서 올해 역대 최저수준인 15%까지 떨

어졌다 그러나 시중은행 가운데 같은 기

간에대출금리를1%포인트이상내린곳

은 수협우리전북은행과 통합 전 외환

은행 등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곳은

1%포인트이하의인하폭만을기록했다

은행들이한국은행에맞춰기준금리는

내리는대신가산금리를올려실질 금리

인하폭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연합뉴스

올해 4년제대졸신입사원초임은상여

금 포함 월 290만9000원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는지난해의 278만4000원보다 4

5%증가한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

상으로최근실시한 2015년 임금조정실

태조사에서이같은결과가나왔다

25일경총에따르면4년제대졸신입사

원 초임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

인 256만1000원 300499인 279만5000

원 500999인 294만1000원 1000인 이

상 318만6000원이었다

산업별로는건설업 270만6000원 도매

및 소매업 275만5000원 제조업 280만

2000원 운수창고및통신업 294만원 금

융 및 보험업 328만4000원으로 나타났

다 전문대졸은 258만4000원 고졸 사무

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13만원과 230

만8000원으로조사됐다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40만5000원

차장 547만9000원 과장 481만6000원

대리 392만4000원으로집계됐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 평균 임

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

임금산입범위조정이있었던작년(82%)

보다 32% 포인트하락했다 연합뉴스

역주행 대출가산금리

기준금리 1%p 내렸는데 033%p 올라

대졸 신입초임月 291만원

환경부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반발

하고나섰다

빈병을사재기해두는현상때문에지난

달빈병회수율이 81%까지떨어져(작년 9

월 96%) 빈병 부족으로 생산라인을 중단

하는업체도생겨나고있다

주류업계는인상안을철회할것을요구

하고 그대로 실행되면 주류 가격이 10%

이상상승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인상

안에 따르면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

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각각 25배 26

배오른다

협회는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 부

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부가세가

붙으면소주는출고가기준으로 100원 가

까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

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

경기에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 업체

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

다 연합뉴스

주류업계 빈병보증금인상안철회하라

술값 10% 이상인상불가피소비자부담만가중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사용

자를배려한생활가전제품들이뛰어난

판매성과를기록하며선전하고있다 이

에따라 백색가전의 주 생산기지인 광주

공장도활기를띠고있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온수로 애

벌빨래 기능을 강화한 삼성 액티브워

시 세탁기는 37주간 국내 판매 20만대

를돌파했다 하루평균 772대가팔려나

간셈이다

지난 2월국내출시를시작으로북미

중남미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글로

벌시장에진출한액티브워시는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100만대 판매를 달성하

기도했다

액티브워시는 광주공장에서 생산되

고있으며올 1월세계최대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최초로 공개된 삼성전

자의 대표적인 생활가전 전략제품으로

빨래판 일체형 세탁조 커버인 빌트인

싱크와 전용 급수 시스템인 워터젯을

적용해애벌빨래부터본세탁까지한번

에 끝낼 수 있는 세탁기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온수 워터젯을 적용한 2016년

형제품을출시하며돌풍을이어가고있

다

삼성전자 상냉장 하냉동 2도어 냉장

고(BMF Bottom Mount Freezer)도

지난 3분기월평균판매량 5000대를기

록했다 작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이상

판매가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의 누

적판매량도작년동기간대비 170% 증

가했다

지난 7월 이탈리아 소비자 전문 잡지

인 알트로컨슈모는 삼성전자 상냉장

하냉동 2도어 냉장고의 우수한 에너지

효율과낮은소음등을높게평가해 1위

로선정한바있다

또 네덜란드 유력 소비자 전문지 컨

수메텐본드는 삼성전자 상냉장 하냉동

2도어냉장고를 1위와 2위로평가하고 1

위인 제품은 베스트 테스트로 선정했

다

이 밖에도 삼성 버블샷 애드워시 드

럼세탁기는 지난 9월 출시 이후 약 6주

만에국내판매 1만대를돌파했다

삼성 버블샷 애드워시는 세계 최초로

도어에 작은 창문인 애드윈도우를 채

용해 세탁헹굼탈수 등을 할 때 언제

든지세탁물을간편하게추가할수있어

세탁중세탁물을추가하기어려웠던기

존드럼세탁기의불편함을해소했다

지난 9월출시한삼성 지펠아삭김치

냉장고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인 10월 첫째주에 전년동기대비 60%

이상 판매가증가하며 김장을준비하는

고객들에게인기몰이중이다

삼성 파워봇 로봇청소기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국내 판매량이 전

년동기대비약 22배 이상(121%) 증가

하며시장의주목을받고있다

삼성전자광주공장관계자는 광주에

서생산되는냉장고와세탁기가잘나간

다는소식에현장분위기도좋다며 주

문량 생산을 위해 잔업량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고전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의 최첨단 기술력

이 집약된 프리미엄 생활가전 제품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행사로놀라운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더나은제품과혜택

으로 소비자의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

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잘 나가는 삼성가전활기 도는 광주공장

액티브워시세탁기 9개월만에국내판매 20만대

2도어냉장고매출전년비 2배추가생산늘려

삼성전자 모델이 제46회 한국전자산업대전(2015 KES)에서 출시 9개월 만에 글

로벌판매 100만대를돌파한 액티브워시를 소개하고있다 삼성전자의대표적인

생활가전 전략 제품 액티브워시는 하루 평균 772대가 팔려나갈 정도로 잘나가고

있다 삼성전자제공

박삼구금호그룹회장의금호산업인수

자금조달계획서마감기한이 10월 23일에

서 11월 6일로연장됐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금호산업 주채권은

행인 산업은행이 조만간 모든 금호산업

채권기관들에 인수자금조달계획서 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25

일밝혔다채권단은당초 23일까지박회

장이 금호산업 인수자금조달계획서를 내

면 이를 검토한 뒤 12월31일까지 매각을

마무리할예정이었다

채권단은박삼구회장인수자금조달계

획서마감시한을 11월 6일로연장한것과

관련 박 회장이지난 16일금호산업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 본인이 보유한 금호타

이어 지분의 담보권 해지를 채권단에 요

청한게주된요인이라고밝혔다 주요채

권단은 금호타이어 담보권 해지를 위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금호산업 인수

자금조달 계획서 마감 시한도 연장하는

쪽으로의견을모았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보유 지분 담보권 해

지 검토를 끝내지 않으면 박 회장은 사실

상인수자금전략을마련할수없는상황

이라고말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제출한 금호산업

인수자금조달 계획서를 매각원칙 법적

요건등을바탕으로검토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조달 과정에

서결격사유가발견될경우박회장과계

약한 금호산업 주식매매계약(SPA)을 취

소할수있다고설명했다

채권단은앞서 9월 24일박회장에금호

산업 지분 50%+1주를 7228억원에 매각

했다 박회장의남은과제는인수자금마

련인데 현재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보유

지분매각 은행권인수금융 전략적투자

자 모집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방침인 것

으로알려졌다

박회장과박세창금호타이어부사장등

우호세력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은 8

06%로 이를모두매각할경우약 1500억

원의자금을확보할수있다 또전략적투

자자지원을통해 3000억원가량을마련한

뒤 총 4500억원을 신설 SPC(특수목적법

인)에투자할 방침이다 신설 SPC는향후

금호그룹의지주회사임무를수행한다 나

머지자금은은행권인수금융으로충당한

다는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금호산업인수자금조달계획서마감연장

채권단 박삼구회장타이어지분담보권해지검토

10월 23일11월 6일로

전년비 45% 늘어

로또복권 (제673회)

����
�	
��

�

� �

등 위 당첨금(원)

1 1491453300

2 71021586

3 1333560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10

35

1864

88838

1450769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