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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타임스

퀘어의 아트리움에서 진행 중인 갤럭시

노트7 체험존에서삼성전자모델이 갤럭시노트7과 S펜의 방수기능을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제공

지난달주택매매거래량이 7월기준으로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

로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거

래량은 9만5578건으로 작년(11만675건)

보다는 136% 감소했지만 20112015년

평균(7만1000여건)보다는 338% 증가했

다 특히 7월주택거래량은작년을제외하

면 주택거래량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이후최다였다

7월주택거래량을지역별로나누면수도

권이5만6629건 지방이 3만8949건으로작

년에 견줘 각각 08%와 273%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수도권 주택거

래량은 858% 증가했으며지방은 49% 줄

었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의 7월 주택거래

량은 2만2852건으로 사상 최다였다 서울

의주택거래량은작년보다 69% 5년평균

과비교하면 1272% 늘어났다 7월주택거

래량을주택유형별로보면아파트6만3906

건 연립다세대주택 1만7843건 단독다

가구주택 1만3829건이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138%103%170% 감소했다

한편 7월 전월세거래량은 11만211건으

로작년(12만2552건)보다 101% 전월인 6

월(11만4984건)보다 42% 줄었다 주택유

형별전월세거래량은아파트가작년과전

월보다 각각 49%와 08% 감소한 5만259

건 아파트 외주택이 142%와 70% 줄어

든 5만8152건이었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올 추석을 맞아 47조원 규모

의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시중에 자금을 돌게 하기

위해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KEB

하나우리신한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올추석을맞아내달말까지중소

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47조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8

조원(205%) 올해 설 때보다는 3조원(6

8%) 늘어난 것이다

신규지원은 17조원이고나머지 30조원

이만기를연장해주는금액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소비둔

화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

을 수 있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고객

들을 고려해 예년보다 자금지원 규모를

늘렸다고말했다

은행별로는신한은행이 10조원을지원

해은행권가운데가장많은자금을 자영

업자와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작년 추석

과신규지원금은같지만 만기연장을 1조

원늘렸다

KB국민은행도 9조원을 지원한다 이

중신규자금지원은 3조원이며금리는최

대 1%포인트를우대해준다

KEB하나은행은 작년보다 지원액을

대폭늘렸다지난추석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25배 늘어

난 9조원을 지원한다 장기 저성장 시대

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사

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

해서라는 게 KEB하나은행의 설명이다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시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신규지원금 3조원을 포함

해 모두 9조원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만

기연장을 1조원 정도 더 늘렸다 특수은

행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해와

같은규모를지원한다 농협은행은 3조원

을 기업은행은 7조원을각각지원한다

연합뉴스

은행권中企추석자금 47조 푼다

갤럭시노트7 시험해보세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

력제고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

라 어느 업종의 기업이 수혜자가될지에

관심이쏠리고있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정상기업의자율적사업재편을돕는 법

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

차와규제를간소화해주고세제자금연

구개발(R&D)고용안정등을한번에지

원하는게골자라 원샷법이라고불린다

다만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사업재편을추진할때만얻을수

있다 해당업종의공급과잉여부가중요

한셈이다

산업부가지난 6월발표한사업재편실

시지침에 따르면매출액 영업이익률 보

조지표 5개 중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

성등세기준을만족하면과잉공급상태

로 인정된다

실시지침은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

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감소해야한다고규정했다보조

지표는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업종별지표등5개다

시행령에따른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

은전체업종중 30%가량인것으로확인

된다지난 6월KB투자증권이발표한과

잉공급예상업종은전체 82개 업종가운

데 24개업종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업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KOSPI 200종목 중에서 매출

액영업이익률 기준에 따른 과잉공급 예

상 기업은 93개로 추정된다 다만 어떤

보조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달라지기때문에 정확한대상기

업을파악하기는어렵다

다만 공식 원샷법 1호 적용 기업은 빨

라야 9월 하순께에 탄생할 것으로 보인

다 연합뉴스

원샷법 시행1호 기업다음달말탄생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

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 2번째로긴것으로집계됐다

15일 고용노동부와 OECD 등에따르

면한국의 2015년기준국내취업자 1인

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

보다 347시간많았다반면에연간평균

구매력평가기준 임금은 OECD 중하위

권수준에불과했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한국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43일 더 일한 셈이 된다 한 달 평균 22

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

보다두달더일한꼴이다

국가별로 보면 동아시아권에서 한국

처럼 장시간 근로로 악명 높은 일본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19시간으로한국보다 394시간적었지

만 연간 실질임금은 3만5780달러 시간

당 실질임금은 2081달러로 각각 한국

보다 2670달러 514달러더많았다

한국 취업자는 일본보다 49일 22달

더일하는셈이지만연간실질임금은일

본의 925% 시간당 실질임금은 4분의

3 수준으로받았다

OECD 국가 중 가장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적은독일과의격차는더욱벌어

졌다 독일 취업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

간은 1371시간 연간평균실질임금은 4

만4925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277

달러였다

한국 취업자는 독일 취업자보다 42

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독

일의 73% 시간당 실질임금은 절반 수

준이었다 미국 취업자의 연간 평균 노

동시간은 1790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

금은 5만8714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280달러였다

한국 취업자는 미국에 비해서는 18

달더일하고 연간평균실질임금은 56

4% 시간 실질임금은 477% 수준으로

받은셈이다

OECD 회원국 중 연간 실질임금이

가장높은국가는룩셈부르크(6만389달

러) 미국(5만8714달러) 스위스(5만

8389달러)노르웨이(5만908달러)네덜

란드(5만670달러) 호주(5만167달러)

덴마크(5만24달러)순이었다

반면에 OECD 회원국중노동시간이

2246시간으로가장긴멕시코는연간실

질임금이 1만4천867달러로 가장 낮은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헝가리(1만9999

달러) 에스토니아(2만1564달러) 체코

(2만1689달러) 슬로바키아(2만2031달

러)순으로연간실질임금이낮았다

김대성기자bigkim@연합뉴스

한국 노동시간 길고 임금은 적다

연간노동시간OECD 두번째평균두달더일해

일본보다는 49일 더 일하고임금은 4분의 3 수준

올설보다 3조원늘어

조선철강해운건설 등전체업종중 30% 신청자격

7월 주택거래역대두번째

전월세거래는전월보다줄어

광주 지역 콘택트렌즈 기업들이 장기

불황 속에서도 발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주목된다

15일광주시에따르면이지역에있는

콘택트렌즈 업체는 뉴바이오 지오메디

칼 유니콘택아이코디 매직콘등5곳이

지난해 매출액 300억원과 511명의 고용

창출효과를거둔것으로나타났다

수출 규모는 지난해 1760만 달러에서

올해 25%가량 늘어난 2200만달러가 예

상된다 지난달까지이미 1520만달러수

출을달성했다

아이코디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올해

600만달러 가량을 수출했다중국 인증

을획득한데다신제품출시와제품인증

이 확대되면 내년에는 1000만달러 규모

로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지오메디칼은 신규 공장에 자동생산

라인을 구축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유럽 동남아 중국 등에 올해만 850만

달러수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한다

유니콘택도 인증 획득 후 쿠웨이트에

3년간 500만달러수출계약을추진할예

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산업통산자

원부 공모에 지역 자생콘택트렌즈 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이 선정돼 2019년까지

국비 포함 2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

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콘택트렌즈기업 폭풍 성장

지오메디칼등 5곳 지난해매출 300억고용창출 511명

기업활력제고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