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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게이트와 개별소비세 인

하조치종료등의여파로수입차의 7월판

매가큰폭으로하락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4일 7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전년동월의 2만707대에

비해 240% 감소한 1만5730대로 집계됐

다고발표했다

개소세 인하조치 마지막 달인 6월과 비

교해서는 329% 감소했다

특히 정부의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

을받은폴크스바겐과아우디실적은눈에

띄게하락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달에 425대를 판매

했다 이는지난해같은달의 2998대와 비

교해 858% 급감한것이다 6월실적(1834

대)에비해서는 768% 줄어들었다

아우디의 7월 판매실적도 전년 동월 대

비 425% 감소한 2638대에 그쳤다 6월과

비교해서는 465% 하락했다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12월 2만4366대

로 월간최대치를기록한이후올해 들어

1월 1만6234대 2월 1만5671대 3월 2만

4094대 4월 1만7845대 5월 1만9470대 6

월 2만3435대 등 2만대를 넘나들며 등락

을거듭하고있다

올해 17월 누적 실적은 13만2479대

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539대보다 5

7% 감소했다 지난달브랜드별등록대수

는 메르세데스벤츠 4184대 BMW 2638

대 아우디 1504대 포드 1000대 랜드로버

847대 렉서스 741대 도요타 677대 미니

647대 볼보 453대순이다

국가별로 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판매 급감으로 전체적인 독일차 판매도

동반하락해전년동월대비346%떨어진

9059대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2434대)

영국(1837대) 미국(1479대) 순이다

연합뉴스

�코스피200003 (+524) �금리 (국고채 3년) 124% (001)

�코스닥70167 (+335) �환율 (USD) 111400원 (36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4일5일 대(代)를잇는후계농업인육

성을 위한 꿈꾸는 농군(農軍)학 교 여

름방학팜투어를한다

이날팜투어에는관내고등학생및대

학생 등 약 40여명이 참여해 화순 도곡

농협로컬푸드판매장 유기농전문농장

인 장성 학사농장 등 농업현장을 견학

후 경기도 안성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

터를방문해농산물의전반적인유통흐

름에 대해 알아본 뒤 농협창조농업지원

센터(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재)로 이

동하여 미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대한분임토의를했다

또올해 7월개원한농협창조농업지원

센터에서마련한6차산업및창조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대표적인 6차산업 모

델인 농협 안성팜랜드와 선도농가를 방

문하여갖가지체험학습을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앞으로 우리 예비

농업인들이대를이어영농승계에적극

참여하며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

을가질수있도록전남농협이적극돕겠

다고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폴크스바겐의몰락
정부인증취소판매정지여파 7월 판매전년비 86%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업종마다

희비가엇갈리고있다

휴가용품을사려는사람들로북적이

는대형마트는 폭염특수를 누리고있

지만 백화점과 재래시장은 매출이 뚝

떨어졌다 제때 생선을 구하지 못한 횟

집은사실상폐업상태이며섭씨 35안

팎의살인적인폭염으로닭 오리등가

축이 매일 폐사하고 있어 축산 농가도

울상을짓고있다

4일 지역 유통계에 따르면 더위가 본

격화된지난달 18일부터백화점의매출

은 2431%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

트는 15%가량늘었다

여름철백화점의매출이줄어든이유

는 대부분 여름 상품의 단가가 낮기 때

문이다 가령 의류의 경우 봄가을 겨

울 옷은 종류도 많고 비교적 가격이 비

싸지만 여름 옷들은 가격이 싸고 종류

가 한정돼 있어 많이 팔아도 매출이 늘

지않는다는것이다

옷의 경우 계절별로 1인당 평균매입

액인 객단가에 차이가 크다 여름철 옷

의 객단가는 15만원이며 겨울철 옷의

객단가는 40만원이다 이 때문에 같은

수의옷이팔리더라도백화점의여름철

매출은줄수밖에는없다

더위를피해냉방이잘된백화점을찾

는사람만많고 실질적으로구매를하는

고객은적다는게관계자의설명이다

반면대형마트는휴가철특수를누리

고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올

여름철매출은지난봄가을 매출에비

해 15%가량 늘었다 대부분 피서 용품

이나식품을대형마트에서사는탓에여

름철이면매출이급증하고있다

대형마트에는 최근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늘면서피서용품도불티나게

팔리고 찜통 더위를 이기기 위해 냉방

가전제품을찾는사람들이꾸준히이어

지고있다

여름철 울고 웃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의 매출 형태는 무엇을 주로 파는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욱 빨라진다 흔히

백화점의주력판매장르별매출구성비

율은 의류(54%) 잡화(34%) 식품

(12%) 순으로옷비중이크고 대형마트

는 식품 (50%) 가전 주방 침구 의류

순으로식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더위 탓에 때아닌 물고기 전쟁도벌

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횟집들이 자연

산 활어를 구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수온이 높아 잡히는 활어의 수도 줄어

든데다몰려든피서객들이현지에서회

를소비하기때문에다른지역으로유통

이제대로되지않고가격도치솟았다

광주시 동구 충장동 A일식집 관계자

는 휴가철이라 손님이 없기도 하지만

횟감을구하지못해손님이오더라도팔

수없는형편이다면서 양식어류는여

름철에도 정상적으로 유통되지만 휴가

철에자연산횟감가격이비싸예전가격

을받고는팔수도없다고설명했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울상을 짓고 있

다 폭염에 광주전남 재래시장 상인들

이울상을짓고있다 양동시장등광주

지역재래시장에따르면더위가본격화

된지난달18일부터손님이줄기시작해

시장별로 2070%가량매출이줄었다

이처럼소비자의발길이줄어든것은대

부분시장이해가림시설만설치됐고별

다른냉방시설이없기때문이다 이때

문에오전 10시부터무더위가시작되고

오후까지 계속되는 무더위 탓에 아예

가게문을닫는곳도생겨나고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닭 오리 등 가축

이 매일 폐사하고 있는 농가도 애만 태

우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9

일 현재도내폭염피해축산농가는총

112곳 폐사한가축은총 23만6000여마

리다 이에 농민들은 축사에 스프링쿨

러와안개분사기를이용해물을뿌려주

는등안간힘을쓰고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통계 폭염 喜悲대형마트만 웃었다

대형마트

백 화 점

횟 집

재래시장

피서용품냉방가전불티매출 15%

더위피해아이쇼핑족북적매출 30%

수온높아활어금값대부분현지소비

냉방안돼발길뚝농가는가축폐사도

전남농협 후계농업인육성여름방학팜투어

저축은행들이차주의신용도나 상환능

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여전히 무

차별적인고금리로신용대출을하는것으

로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들이 합리적

인 신용평가 체계를 만드는 일은 방기한

채손쉬운 돈놀이만하는것은아닌지본

격적인점검에나섰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 공시를 보

면지난해기준으로신용대출잔액이가장

많은 5대 저축은행(SBI 웰컴 OK HK

JT친애) 중 HK저축은행은신용등급이 1

등급인 사람에게도 평균 연 2032%의 금

리로신용대출을해줬다 2 3등급도각각

2284% 2510%로 20%가 넘는 고금리로

신용대출이이뤄졌다

웰컴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도신

용대출 평균 금리가 1등급만 연 10%대였

고 2등급부터는연 20%를넘었다

저축은행 중 신용대출 잔액이 가장 많

은 SBI저축은행도 13등급은 평균 10%

중후반의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지만 4등

급 이후부터는 평균 대출금리가 연 20%

를 넘었다

OK저축은행은 5등급부터연 20%가넘

는 고금리가 적용됐지만 전체 평균 대출

금리가 2627%로 법정 최고금리(279%)

와거의같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관련법 시행세

칙을바꿔저축은행이합리적으로 금리체

계를 운영하도록 했지만 저축은행들은

여전히고신용등급자에게도연 20% 내외

의 고금리대출을해주고있는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심사를위해신용평가등을합리적으

로반영하도록하는내용을담은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개정했다

개정세칙은저축은행의여신심사기준

에 차주의 신용평가결과 및 기타 비용 등

을합리적으로반영한여신금리산정체계

를운영하도록명시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신용평가시스템

을 갖춰 놓고도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

등화하지않은채법정최고금리에육박하

는고금리일변도의대출행태를지속해온

것이다

이에따라금융감독원은저축은행의고

금리 신용대출 실태 파악을 위해 업계 전

반을상대로한현장검사에돌입했다

연합뉴스

저축銀 묻지마대출 여전
상환능력심사없이年 20% 내외고금리금감원검사착수

국내주류시장에다변화바람이불면서

탄산주와과일믹스주등신개념주종들이

인기를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4일 올상반기자사주류

판매추세를분석한결과이슬톡톡 자몽

에이슬 등 기타재제주 부문의 판매가 급

증한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기타재제주란 증류주나 발효주를 원료

로 알코올 당분 향료 등을 혼합해 만든

술을말한다

하이트진로 기타재제주의 판매량은 작

년 동기 대비 약 4배 판매 비중은 3배 이

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하

이트진로 전 제품 중 소주의 판매비중은

52% 맥주 45% 기타재제주 3% 등이었

다 여전히 소주와맥주판매비중이컸지

만 작년 상반기 11%에 불과했던 기타재

제주의비중이 3배가까이는것이다

기타재제주의 올 상반기 판매량도 약

181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 출시한 탄

산주이슬톡톡은 4개월만에약 2000만병

이판매되면서인기를끌었으며 6월선보

인망고링고역시단기간에초기물량 7만

상자가모두 판매됐다 최재호기자 lion@

하이트진로자몽에이슬등

기타재제주판매량 4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