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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10293 (+1854) 금리 (국고채 3년) 167% (000)

�코스닥62247 (+250) �환율 (USD) 114610원 (14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현대차그룹이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서공식탈퇴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탈퇴원을제출한현대차를 시작으로기아

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카드

현대제철등11개계열사가모두오후에전

경련에탈퇴의사를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탈퇴

의사를공식통보한LG를시작으로삼성

SK등 4대그룹모두전경련을떠났다

현대차그룹은그간공식탈퇴를하지는

않았으나 올해부터 회비 납부를 중단하

는 등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을 밝혀왔다 그러다가 사실상 전경련을

탈퇴한 상태였던 SK가 최근 의사를 공식

화함에따라현대차그룹도전경련활동에

정식으로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탈퇴원을 제출한 것으

로풀이된다

이들 4대 그룹은 2015년 기준으로 전경

련 연간회비 492억원 가운데 77%가량인

3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

련은 매년 600여개 회원사로부터 연간회

비를걷어왔다

주요회원사가줄줄이탈퇴를공식화함

에 따라 와해 위기에 몰린 전경련의 붕괴

는가속화할것으로전망된다

전경련은미르K스포츠재단등에대기

업이수백억원을후원하는과정에서모금

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해체 여론에 직

면한상태다

지난 17일 이사회를 연 전경련은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

리에서 후임 회장을 내세우지 못하면 사

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

로보인다 연합뉴스

현대차도전경련탈퇴4대그룹모두떠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

장 황창범)는 중소기업 제품 간접광고

(PPL)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6일

까지모집한다고 21일밝혔다

이 사업은 소비재 생산판매 중소기업

을대상으로지상파와케이블채널프로그

램에 제품 노출 기회를 제공해 브랜드 인

지도를높이고거래활성화를지원하게된

다

모집 대상은 KBS완벽한 아내 해피

투게더3 MBC황금주머니 나혼자산

다 SBS언니는 살아있다 백년손님을

포함해총 17개프로그램이다

사업 참여기업에는 간접광고비용 최대

50% 지원 간접광고콘텐츠활용마케팅

교육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사업 등

중진공의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이 연계

추진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제작사 유통전문가

등으로구성된 선정위원회가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선정기업이 제출한 제품 노출

희망 의견과 상품성 수출유망성 등에 대

한 전문가 평가의견을 종합해 PPL 적합

프로그램과노출방식을정하게된다

간접광고 참여희망 기업은 고비즈코리

아 홈페이지(httpkrgobizkorea

com)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으로신청하면된다문의0626003030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가계부채에대한우려가좀처럼가시

지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가계부채를 나타내

는 통계인 가계신용 잔액이 작년 말

1344조3000억원(잠정치)이라고 발표했

다그동안가계부채가1300조원을넘은

것으로추정됐지만 공식적통계로확인

되기는처음이다

보통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

게 가계빚이 늘 수 있지만문제는증가

속도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

7%(141조2000억원)로 2006년(118%)

이후 사상 두번째로 높았다 또 2015년

(109%117조8000억원)에 이어 2년 연

속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했다

반면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가계부채를통계청의2017년추계

인구(5144만6000명)로 나누면 1인당 평

균 2613만원의빚을안고있는셈이다

올해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집단대출 등을 살필 때 당

분간 가계 빚 증가세는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에서 올해에는 기약정 집단대출이나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

어날가능성이크다고예상했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

이될개연성은크지않다는게중론이지

만 불안감은커졌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취약계층이받을

타격이다 작년 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

상을 계기로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있고가계의빚부담이가중되

고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

규취급액기준)는연 329%로 22개월만

에최고를기록했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취약

차주는 작년 9월 말 현재 146만명이고

이들이받은대출금은약 78조6000억원

으로추정된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신용등급 710등급) 또는 저소득(소

득 하위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큰 충격을받을수있다

또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악재로꼽힌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

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

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인해 경제성장

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

다 연합뉴스

지역우수中企제품

TV광고노출기회

中企진흥공단 참여기업모집

가계부채 1344조1인당 2613만원

한국은행발표117% 늘어 2년 연속두자릿수증가

다음주부터주요대기업의공채시즌이

시작되지만채용시장은찬바람만쌩쌩불

고있다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

대로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만이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나

타났다 채용시장의 큰손인 삼성그룹은

아직 일정을 정하지 못해서 전체 채용 규

모가 전보다 줄면서 취업 문턱은 더 높아

질것으로보인다

취업포털잡코리아는국내매출액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4

년제 대학 졸업 정규 신입직 채용계획에

대해설문한결과를 21일발표했다

응답한 312개 기업 중 446%(139곳)는

상반기 신입공채 계획이 아예 없었다 아

직까지 채용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212%(66곳)나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에서 상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이 많았다(68

8% 16곳 중 11곳) 다음으로는 자동차업

(538% 26곳 중 14곳) 식음료외식업

(458% 24곳중 11곳) 순이었다

반면 최근 구조조정 한파가 불고 있는

조선중공업에서는 10개기업중단한곳

만이 신입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기

계철강업과 IT정보통신업 등도 상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

(채용않는다각각 571%)이높았다

이에따라상반기신입공채를진행하는

107개 기업의 채용인원은 총 8465명으로

한 기업당 평균 79명 정도의 신규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상반기

신규채용규모 총 9286명보다 88% 감소

한수준이다

특히지난해 수주급감수출 감소로몸

살을앓고 있는 기계철강업(489% 313

명→160명)과 조선중공업(467% 30명

→16명)은 전년동기 대비 채용규모가 절

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경기 하락등의영향으로 금융업(316%

431명→295명)과 건설업(303% 208명

→145명)도전년동기간대비채용규모가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수요증가및 수출 생

산량 증가가 기대되는 자동차업(18%

4377명→4297명)과 전기전자업(30%

201→195명)의상반기신입공채규모는그

나마전년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조사에 응한 기업 중 상반기 신입

공채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

야는 자동차업으로 총 4297명의 신규 채

용이 이뤄질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1530명)석유화학에너지업(581명)유

통물류업(500명) 식음료외식업(417

명) 금융업(295명)이그뒤를이었다

상반기 공채 시기는 3월 진행 기업이

271%로 가장 많았다 2월과 4월에 신입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각각 206% 14

0%였다

실제로현대차그룹이오는 28일가장먼

저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며 LG그룹도 다

음달 2일부터계열사별로순차적으로신입

사원을 모집한다 SK그룹은 다음달 중순

부터대졸자2100명을포함해경력 인턴사

원등총8200명을뽑겠다고발표했다

이재학잡코리아좋은일연구소실장은

주요 기업이 상반기 채용계획을 보수적

으로 잡거나 상시공채 등으로 신규인력

충원 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며 취

업 준비생들은 미리 입사지원 기업의 공

채 일정과 채용 프로세스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고용시장봄은언제대기업 30%만신입공채

잡코리아설문107개 기업올 8465명 채용전년비 88%

기계철강조선절반 뚝현대차LG 이달말부터순차모집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1일 한전 본사에서전기공학

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대학교 및 8개 대학원의 학생

106명에게장학증서를수여하고약 9억원의장학금을전달했다 한전제공

보해양조 잎새주모델혜리가21일오후광주시동구불로동603스튜디오에서잎새주포스터

사진촬영을하고있다 보해양조제공
광주온 걸스데이 혜리

한전 장학금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