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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대형 유통채널들의 부진이 지속하는 가

운데 편의점은지난해매출이 30% 증가

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

편의점은 지난 15년간 전체 소매 업종

가운데에서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증

가하며 구조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

다

15일 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백화점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6개 소매

업권의 판매액은 약 276조9153억원으로

2014년(267조7665억원)보다 34%(9조

1489억원) 증가했다

이들 업권의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2012년 4%대였으며 2013년과 2014년에

는 1%대에 머무른 바 있다 지난해 매출

증가세가 다소 회복됐지만 소비 심리가

완전히 살아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우세하다

작년 백화점 업계의 매출은 전년보다

04% 감소한 29조2023억원 규모였다 백

화점의매출증가율은2011년 114%에서

2012년 54% 2013년 26%로 계속 둔화

하다가 2014년 10년 만에 역신장(16%)

을나타냈다

대형마트 업계도 메르스와 소비 침체

등의악재로어려움을겪었다 전체매출

은 48조6355억원으로전년 47조4969억원

보다 24% 늘어났다 대형마트역시식품

부문을 제외한 잡화 스포츠 가정생활

의류가전등대부분의품목이부진했다

반면에 편의점 매출 규모는 2014년 12

조7437억원에서 2015년 16조5207억원으

로 296%증가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186220 (+2692) �금리 (국고채 3년) 148% (+001)

�코스닥62137 (+1292) �환율 (USD) 120810원 (36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1000원대 편의점 커피부터 4000

5000원에 이르는전문점커피까지 국내

원두커피 시장이 바야흐로 춘추전국 시

대를맞았다

15일스타벅스코리아에따르면스타벅

스는고급아라비카원두를사용한다

아울러 1971년설립이후 40여년간 1천

명이넘는원두감별전문가들이세계각

지의원두를다양한비율로섞어(블렌딩)

테스트하며 높은 원두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카페 겟(Cafe GET)

이라는원두커피자체브랜드(PB)를선보

인 씨유(CU)의경우 12온스(약 340g) 아

메리카노한잔을 1천200원에팔고있다

이는 비슷한 용량(355 톨사이즈)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4천100원)보

다 2천900원이나싸다

씨유를운영하는BGF리테일에따르면

카페겟 원두로는세계최고원두산지로

분류되는 콜롬비아(70%)와 탄자니아 원

두(30%)만이사용된다 더구나두산지의

커피중에서도최상급만엄선된다

1200원짜리아메리카노에서 360480

원 정도만 원두 자체와 관련된 값이라는

얘기다

아메리카노 보통 크기 한 잔에 많아야

400500원 수준인 원두 원가는 커피전

문점들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게업계관계자들의설명이다

원두커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임

대료인테리어인건비 등 매장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업체마다 크게 다르기때

문이라는 게 업계

와 전문가들의 공

통적분석이다

실제로 스타벅

스의 2014년도 사

업보고서를 보면 연간 임차료(100% 직

영971억원)와 인건비(883억원)가 각각

매출(6천171억원)의 16% 14%에이를정

도이다 하지만 이 모든 차이를 감안하더

라도 원두원가(400500원)의 8배가넘

는 가격은 도가 지나친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많다 지난달 20일 소비자시민모

임이 발표한 13개국 주요 도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의 국내 가격은 4100원으로 13개 나라

가운데두번째로비쌌다 이웃일본(4위

3475원)보다 18% 미국(12위2821원)보

다 45%나높은수준이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이

환우)이 오는 26일까지 중진공 호남청년

창업사관학교 6기 입교생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선발된 청년창업자에게는 1년간의 입

교기간중최대 1억원까지시제품개발및

제작비창업활동비 마케팅비등사업화

단계별 사업비(보조금)가 지원되며 또 창

업준비공간제공 기술사업화및전문지

식 등 단계별 집중 교육 창업 전 과정 진

도관리및밀착코칭등이지원된다

특히 창업 실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창업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중진

공 관계자는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39

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단 기술경력보유

자는 49세 이하) 및창업 3년이내의창업

초기기업은창업넷(wwwkstartupgo

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문의

0622503030 김대성기자 bigkim@

청년예비창업자밀착코칭

중진공창업사관학교입교생모집 내리막 백화점오르막 편의점

지난해 가팔랐던 은행의 가계대출 증

가세가 새해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6년 1월

중금융시장동향 자료에따르면지난달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41조3

천억원으로 한 달 동안 2조2천억원(주택

금융공사모기지론양도분포함)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작년 12월(6조9000억

원)보다크게줄었고2015년 1월(1조4000

억원) 이후 1년만에최저를기록했다

은행의가계주택담보대출잔액은 479

조9000억원으로 1개월 동안 2조8000억

원 늘었다

증가 규모가 작년 12월(6조2000억원)

의 45%수준이다

올해 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6000가구로 전월보다 2000가구 줄어드

는 등 주택거래가 둔화된 영향을 받았

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나머지 대출잔

액은 160조6000억원으로 6천억원 감소

했다 이는 기업의 상여금 지급 등의 영

향이라고한은은설명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줄었지

만 1월 기준으로는 2008년 통계 편제 이

후 최대를 기록했다 보통 1월에는 은행

의가계대출이감소해왔고작년 1월에처

음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윤대혁한은시장총괄팀과장은 가계

대출 증가세가꺾인것인지는좀더지켜

봐야한다고말했다

또 올해 1월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31조원으로한달동안 6조9000억원 늘

었다 대기업 대출 잔액이 167조4000억

원으로 3조원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563

조6000억원으로 4조원늘었다 연합뉴스

은행가계대출 주춤

1월증가액 2조2천억전달보다 4조7천억줄어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상 9개월 만에 임

금인상과단체협약에잠정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5일 이날 새벽까

지 열린 제34차 본교섭에서 임금 정액

1180원+정률 276%(평균 46%) 인상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2017년 임금피

크제 도입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

자로 하는 2015년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고밝혔다

또 노사는 노사공동선언문과 노사공

동실천합의서 체결을 통해 품질 및 생산

성향상을통한회사경쟁력제고및합리

적인노사관계구축을위해노력하기로했

다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는 올해 단체교

섭에서합의하면내년부터도입하기로 조

율했다 이를 위해 이번 단협 타결 직후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 노사가

사회통념상합리성에 기초해성실하게 협

의에임하기로했다

노조는조만간조합원설명회와총회를

열어잠정합의안수용여부를투표에 부

칠예정이다

조합원총회에서합의안이통과되면지

난해5월부터해를넘겨 9개월여간이어졌

던임단협은사실상타결된다

금호타이어노사는그동안사측의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 300만원

지급 제안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

고각각파업과직장폐쇄등으로맞서기도

했다

사측은노동개혁의일환이자회사경쟁

력강화를위해임금피크제도입이필수라

고 주장했으나 노조는 워크아웃 5년 동안

근로자들의희생이컸고워크아웃졸업이

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만큼

임금피크제논의와별도로상향된일시금

을지급하라고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1114일 부분파업

을 시작으로 8월 17일부터는 워크아웃 졸

업이후 3년만에전면파업에돌입 9월 20

일까지최장기전면파업을했다

협상이장기화하면서지난해 12월 17

18일 또다시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2627일부분파업후 15일부터는

무기한 조별 4시간 부분파업 돌입을 예고

한바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힘든 과정을 통

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낸 만큼 조속히

단체교섭을마무리짓고회사의경쟁력회

복과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

다고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호타이어는 전면파업으

로 1500억원의 매출손실을 낸 것으로 알

려지고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노사 임단협 합의

9개월만에임금 46% 인상일시금 300만원 지급키로

15일롯데백화점광주점매장에서소비자들이꽃무늬와파스텔톤의봄분위기가나는이불을

살펴보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방안에봄을들이세요

브랜드커피점 임차료인건비감안해도지나친폭리

백화점매출 2년 연속감소편의점지난해매출 30% 증가

편의점이나스타벅스나커피원가는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