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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명절 연휴에용돈을받아 옷

을 사려는 청소년들로 붐볐는데 요즘은

명절뒤끝에도옷한벌못팔고있어요

설 연휴마지막날인 30일 오후광주충

장로 일대는 밀려드는 인파로 가득했다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중저가 상품을 전

문적으로파는옷가게와신발 가게 휴대

전화판매점등이모여있는이곳은한때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사람에 떠밀려

걸어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인산인

해를이루고덩달아매출도급증했다

하지만 이날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웠

다 계속되는경기침체로구도심일대

를찾는사람을많지만이들의소비

는크게줄어명절특수도사라졌다

는게이곳상인들의설명이다

이처럼 극심한 경기 부진과 미래

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이 의

류구입이나외식 오락문화등의지

출을급격히줄이고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소비지출

전망CSI(소비자심리지수) 항목중의류비

는 96으로 조사돼 작년 12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

면과거평균경기상황보다좋고 100보다

적으면과거보다좋지않음을나타낸다

1월의류비지출전망지수는2013년2월(95)

이후3년11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

외식비지출전망지수도 87로 조사돼작

년 12월(88)보다 1포인트하락하면서 2013

년 4월(86) 이후 3년 9개월만에최저로떨

어졌다 이 조사는 한은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2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것이며소비지출전망은현재와비

교한 6개월후의소비전망을보여준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려는 것은 의

류 외식비뿐이 아니다 1월 가구 등 내구

재 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변동이 없는

90이었다 2013년 5월(89) 이래 3년 8개월

간이보다낮았던적은없다

소비지출전망의 9개 부문 중 지수가 가

장낮은것은교양오락문화비였다

교양오락문화비 지출전망지수는 86

으로집계됐다 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4

월(81) 이후 7년 9개월간이보다낮았던경

우는없었다

여행비는 90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포

인트상승했지만금융위기이후줄곧유지

해온 8090수준을벗어나지못했다

주소비층 중 하나로 손꼽혔던 50대의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올 1월 50대

가구주의 CSI는 96으로 작년 12월보다 2

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105에서

11월 100으로 떨어진 이후 석 달 연속 내

려갔고 2009년 4월(96) 이후 7년 9개월 만

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50대의 소비심리

는 60대(94)나 70세 이상(95) 등 고령층과

비슷할정도로움츠러든것으로평가된다

반면 40세 미만의 젊은층(2030대)은

112 40대는 108로 50대보다 각각 10p 넘

게 높았다 특히 최근 1년간 50대 중년층

의 하락세는 두드러진다 50대의 CSI는

작년 1월보다 7p나 떨어지면서전체 연령

대에서하락폭이가장컸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얼어붙은 소비심리세뱃돈도 안 풀린다

1월 소비지출전망지수 96

1달전보다 1P4년래 최저

주소비층 50대 소비지수 96

전 연령대 중 하락폭 최고

지난 25일광주시북구첨단과기로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열린 2017 창업지

원합동설명회가 성황리에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창조경제혁신센터와광

주테크노파크 광주연합기술지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등광주창업기관 13곳이올해지원사업을설명했으며기관별로부스

를마련해상담창구를운영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공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설명회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지

난달보다 5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경

기전망이어둡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본부장 조동석)에 따르면 지난 16

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체 20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월 경기

전망조사결과 광주전남지역중소기

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756

으로지난달대비 54%포인트하락했다

전국(788)보다도 32포인트 낮은 것이

다

이는지속적인소비심리위축과대외

불확실성 증가(중국 사드보복조치 미

국 보호무역주의 등)등 부정적 요인에

따른것으로분석됐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823) 대비 43

포인트 하락한 780이었으며 전남은 전

월(784) 대비 75포인트 대폭 하락한

709로나타났다

업종별로제조업은전월(732)대비 0

1포인트 상승한 733을 기록했으나 비

제조업은 전월(867)대비 93포인트 대

폭하락해 774를나타냈다

항목별로는내수판매(784→746) 경

상이익(777→744) 자금사정(759→

719) 고용수준(982→958)전망은하락

한 반면 수출(833→870)전망만 상승

한것으로조사됐다

지역 중소업체들은 최대 경영애로점

으로내수부진(711%) 인건비상승(62

2%) 업체간 과당경쟁(358%) 원자재

가격상승(239%) 인력확보난(229%)

등을꼽았다

한편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중소제

조업의 평균가동률은전월대비 16%포

인트 상승한 736%을 기록했으며 광주

는전월대비22%포인트상승한749%

전남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715%로조사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중소기업 전망도 캄캄

광주전남 2월 경기전망 756전달보다 54%P 하락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

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

한지수로 100이상이면다음달경기가

좋아질것으로전망한업체가그렇지않

을것으로보는업체보다더많음을나타

내며 100미만이면그반대를뜻한다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

대출 금리(이자율)의 상승이 자영업

자의폐업위험을크게높인다는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남윤미 미시

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30일 한은이

발간한 국내자영업의폐업률결정요인

분석이라는보고서에서이같이밝혔다

남부연구위원은통계청의 전국사업

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62013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자영업 업종의 폐

업에 업체 소재 지역의 인구 소비자물

가지수 임대료 중소기업 대출금리등

의변수가미친영향을분석했다

이들 3대 자영업종은 국내 자영업의

약 60%를 차지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는자동차 가전제품등의수

리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장례서비스

등이들어간다 자영업폐업률을모형화

해 추정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p)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올라가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

도가 106% 상승 금리에 가장 민감하

게반응했다

중년층이직장에서은퇴한후많이차

리는치킨집과소규모식당이금리인상

의직격탄을맞을수있다는것이다 반

면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

스업은 775%로 상대적으로 덜 반응

했다

보고서는 폐업위험도 상승에는 자

영업체가 직면한 금리 부담의 증가뿐

아니라금리인상으로인한소비지출의

위축이폐업률에미치는영향도포함됐

을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

또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임대료 증

가보다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를 훨씬

높이는것으로추정됐다고설명했다

작년하반기부터미국금리인상전망

의영향으로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

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한은의 금융기

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작년 12

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77%(신규취급액 기준)로 전월보다 0

09%p 상승했다

아울러 3대 자영업 업종의 평균 생존

기간을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31년

으로 가장 짧았고 도소매업은 52년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은51년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음식숙박업은 소비자물

가지수로대변되는경기에가장민감한

업종이고 경쟁업체의 증가가 폐업률을

높이는 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금리 01%P 오르면 폐업 위험 106%

자영업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음식숙박업 최고 민감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이처음으로 500조원을돌파했다

가계대출규모가가장큰은행은 KB국

민은행이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순증액

이많은건농협은행이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

리하나농협등 5대 시중은행의작년 12

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500조9230억원으

로전년말(458조7181억원) 보다 42조2049

억원(92%)늘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500조원

을돌파한건지난해가처음이다 잔액규

모는 국민은행이 123조1397억원으로 가

장 많았다 우리은행도 102조5234억원으

로 100조원을돌파했다

하나은행은 95조676억원으로 3위를 신

한은행(93조6285억원)과 농협은행(86조

5638억원)이그뒤를이었다

이들 은행 가운데 작년 한 해 순증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농협이다 농협은 11조

1404억원(148%)이 늘어 증가량과 증가

율에서모두다른은행들을압도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1조7000억원

넘는충당금을쌓았던농협은가계대출을

통해 손실을 만회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에힘입어 4분기에흑자전환에성공했다

우리은행도가계여신이연간 10조3196

억원(117%) 증가했다 연합뉴스

은행 가계대출 첫 500조 돌파

지난해 순증 1위는 농협

지난 5년간 주식에 장기투자했다면 수

익률이 얼마나 됐을까? 예상보다 저조했

다 코스피 수익률은 11%에 그쳤다 코스

닥지수수익률도 26% 머물렀다

일본은 엔저 정책에 힘입어 수익률 1

위를차지했다 미국도 제로금리 효과를

톡톡히봤다

30일 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지

난해 말 202646으로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진 5년 전 2011년 말(182574)보다 11

0%오르는데그쳤다

같은기간에수익률은일본닛케이지수

가 845535에서 1911437로 상승 126

1%로가장높았다

일본다음으로미국나스닥지수수익률

이 1066%였다 이어 독일 DAX지수는

946% 베트남 VNI지수 891% 미국 스

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780%

인도센섹스지수 723%등순을높았다

홍콩 항셍지수는 수익률이 193%에 그

쳐 코스피 다음으로 저조했다 한국 코스

닥지수도수익률은 262%에머물렀다

대만 가권지수 수익률은 308%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수익률은 411%로 우리

나라증시와비교해상대적으로나은편에

속했다

지난 5년간 코스피 수익률이 11%에 그

친것은아무래도국내증시의매력이 그

만큼떨어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

연합뉴스

코스피 5년간 수익률 11%

주요국 지수중 최저 수준

외식오락문화설연휴 청소년들 명절 특수 사라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