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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4195 (369) �금리 (국고채 3년) 161% (002)

�코스닥64248 (+269) �환율 (USD) 118630원 (201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농협광주지역본부 브랜드인 빛찬들쌀의 가치를

높여제값을받고유통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

하고 로컬푸드 광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을 선

도하는경쟁력 있는로컬푸드직매장을운영하겠습니

다

신임 박태선농협광주본부장은다른지역쌀브랜드

에비해맛과질은좋지만다소알려지지않은 빛찬들

쌀의 체계적인 마케팅을 강조했다 농민들이 생산하

는 쌀이 제대로된 평가를 받아야만 농가의 소득이 늘

어경제적인안정을찾을수있다는것이다

박본부장은 농촌은농가인구의고령화와농가소

득의정체등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고 국내는물

론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우리 농협을 둘러싼 경영 여건도 갈수록 악화

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농협은 내부

적으로혁신에대한인식변화가필요한시기라고판단

된다고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농촌이 풍요롭고 농민이

행복한국민의농협으로나아가기위해저에게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섬김의 지도력으로 소통하며 모든 과

제를 하나하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

다

이를위해그는 협동조합이념을가슴깊이새겨농

민과고객을위해봉사하는항상깨어있는광주본부를

만들고 무엇보다도최우선으로농산물판매사업에힘

을쏟겠다면서낮은자세로현장에서답을찾으려는

열정과의지를가지고농업인속으로다가가는현장경

영을실천하겠다고강조했다

또지역농민의숙원사업이지자체협력사업등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약속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범 농협 임직원의 농

가체험프로그램을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는 농업인과 임직원간 계통간 지역농협간 그

리고지역사회와공감을바탕으로상생발전해지역사

회와함께신뢰받는광주농협을구현하겠다면서 이

를 위해 상호금융을 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

는지역대표협동조합금융으로성장발전시켜나가겠

다고덧붙였다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그동안성공적으로추진해온

사업들의중요성도강조했다

그는 광주본부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사랑의

1004운동과여직원봉사단체인가인회활동도더활성

화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깊고 따뜻한 사랑

이전해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농업인으로서의 마음가짐도

잊지않았다

박 본부장은 소중한 농업인과 함께하며 사랑받고

신뢰받는농협이되자고초심으로돌아가서농심을안

고농업인곁으로달려가지역사회와함께하는광주본

부로나아 가겠다면서 농업농촌이 없는농협은 결

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변화와 혁신에

보다적극동참하겠다고밝혔다

현장의중요성도강조했다

그는 일선 영농현장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경륜과덕망을겸비한조합장들의적극적

인조언과협조도이끌어내겠다고약속했다

또 쇠는 고열과 냉각이라는 극단의 고통과정을 거

쳐 새로이 태어난다 그 격변의 치열한 드라마가 없었

다면 자기만의 모양과 특성을 지닌 쇠로 거듭나지 못

한다면서 농협도마찬가지로조직을둘러싼수많은

위협과도전들이농협과농촌을보다성장하고발전할

수있는밑거름이될 거라확신하고 기본과원칙에충

실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7 새 설계 박태선 농협광주본부장

로컬푸드 광주 통합시스템 구축하겠다

빛찬들쌀 마케팅체계화박차

농번기농가체험프로그램강화

봉사단활동활성화이웃돕기노력

기아자동차는 1월 중에 하이브리드 소

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니로를

출고하는개인및개인사업자고객에게최

대 50만원의유류비를지원하는프로그램

을운영한다고 5일밝혔다

기아차는개인및개인사업자고객전원

에게유류비 30만원을지원하고 이와 별

도로현대카드로유류비를결제하는경우

누적 사용금액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추가로캐시백을제공한다

기아차는니로고객을위한다양한보장

프로그램도실시한다

우선 니로 출고 고객 중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는 고객에게 차량 출고 후 100일

이내에 전후방 범퍼 전면유리 사이드

미러에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최대 30만원수리비용을지원한다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평생 보증

중고차 가격을 최장 3년간 최대 62%까지

보장해주는 중고차 가격 보장도 실시한

다 이밖에 기아차는 현재 하이브리드 차

량보유고객이 K5 하이브리드 K7 하이

브리드 니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하이브리더 우대

특별판촉프로그램도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니로 사면 유류비 50만원 지원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상 최대인

187조원가까운정책금융이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할수있도록정책금융을확대하겠다

고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

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은 올해 186조7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8조원

늘어난규모로역대최대수준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재원과 역량을최대한동원하겠다며 1

분기에연간계획의 25%인 46조7000억원

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

분기집행률은 23%(42조7000억원)였다

기관별 올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산은

62조5000억원기은 58조5000억원신보45

조7000억원 기보 20조원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애로해소를위해지난해보다 6조8000

억원늘어난 128조2000억원을공급한다

영세소상공인과소기업에는기은을통

해12조원을지원한다중소기업에대해서

는 유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거

비슷한 제도였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신보기보 특별보증 비율 40%

보다높은 6070%의보증비율을적용하

고대상기업에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서

도 상환유예 만기 연장 등으로 유동성을

공동지원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21

조8000억원을공급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등 미래 신성장산업

에는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85조원을

지원한다 시설운영자금대출투자등다

양한방식의맞춤형으로제공한다

금융위는기술력을담보로금융을제공

하는 기술금융도 확대 공급한다 올해까

지 누적기준으로 기술금융 대출은 80조

원투자는 1조원을공급할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재정자금과 결합해 보건

의료관광콘텐츠등유망서비스업지원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인터넷전문

은행핀테크활성화독립투자자문업 허

용등으로금융권일자리를창출하기로했

다 연합뉴스

경기부양 187조원 푼다

전년보다 8조원늘어사상최대1분기 25% 집행

폭스바겐그룹 디젤 게이트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입

차판매가전년대비 7% 넘게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작년수입차신규등록대수가

전년의 24만3900대에 비해 76% 감소한 22만5279대로

집계됐다고 5일발표했다

주력차종이정부의판매정지처분대상에오른폴크

스바겐과아우디의판매실적은큰폭의하락세를보였

다

폭스바겐은지난해 1만3178대를팔았다 이는 2015년

의판매실적인 3만5077대와비교해 632% 폭락한수치

다 작년 12월에는 단 한대의 판매 실적도 올리지 못했

다

폭스바겐그룹의고급차브랜드인아우디도 486% 감

소한 1만6718대를 판매하는데그쳤다

브랜드별 판매 1위는 작년 6월 출시된 신형 E클래

스의인기에힘입어메르세데스벤츠(5만6343대)가차

지했다 2015년에수위에올랐던 BMW는 4만8459대를

팔아 2위로한계단내려앉았다

2016년 연간베스트셀링카 1위 자리에는 BMW의대

표 모델 520d(7910대)가 올랐다 벤츠 E300(6169대)

렉서스 ES300h(6112대)가그뒤를이었다

국가별로보면벤츠의선전에도폴크스바겐과아우디

의판매급감으로전체적인독일차판매는동반하락해

전년 대비 175% 떨어진 13만7885대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3만5029대) 영국(2만3254대)미국(1만8281대) 순

이다

연료별로는 디젤 13만2279대 가솔린 7만6284대 하

이브리드 1만6259대 전기 457대순이다

이중 디젤 수입차의 판매 비중은 688%로 전년 대비

101%포인트줄어들었다 협회는올해수입차시장규

모를올해보다 1만2000여대늘어난 23만8000대로전망

했다 연합뉴스

수입차역성장지난해판매 8% 감소

폭스바겐 63%아우디 49% 폭락벤츠 브랜드별판매 1위
아시아나항공은 제14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AISFF)우수작을엄선해이달부터기내상영을시작

한다고 5일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국

내경쟁부문 대상을 받은 플라이투더스카이(Fly To

The Sky)와 국제경쟁부문 아시프락상을 수상한 시

행착오(Trial & Error) 2편을 상영하고 있다 오는 6

월까지총 12편을상영할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측은국제단편영화제후원사로서수

준 높은 단편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단편영화를사랑하는 영화팬들에게좋은기회가되

길바란다고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상대적으로대중의관심이적은단

편영화에 대한 상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3

년부터AISFF를지속후원했다 AISFF는현재국내

최대규모국제단편영화제로자리잡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단편영화사랑

6월까지 12편 기내상영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