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7일 금요일제20536호�� 경 제

�코스피238781 (054) �금리 (국고채 3년) 175% (+001)

�코스닥66379 (+225) �환율 (USD) 115740원 (+69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지난 5월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이 천

해양식어업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6일호남지방통계청이발표한 2017년

5월 전남도 어업생산 동향 자료에 따르

면 총 어업생산량은 16만4988t으로 전

년 동월 14만8714t보다 109%(1만6274

t)가증가했다

이는 천해양식어업이 15만4252t으로

전년 동월대비 443%(1만4772t) 증가한

데따른것이다

일반해면어업생산량은9973t으로전

년동월대비 168%(1437t) 증가했다

5월 전남도 어업생산량은 전국 총 생

산량 24만6619t의 669%를점유했으며

천해양식업은 전국 생산량 19만907t의

808%에달했다

일반해면어업중멸치가낭장망및자

망어업의 조업 호전으로 어획량이 346t

증가했고 갈치는 산란장으로 이동하는

어군형성으로 238t이늘어났다 반면아

귀와삼치류는각각152t 149t 감소했다

천해양식어업에서는 톳과 다시마류

가각각 9959t 4766t 증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난달수입차시장에서메르세데스

벤츠가 BMW를 제치고 3개월 만에 선

두 자리를 되찾았다 벤츠 판매 호조 등

에힘입어상반기전체수입차판매량은

1년 전보다 1% 남짓 늘었다 증가율은

높지않지만같은기간국내완성차 5개

사(현대기아GM르노삼성쌍용)의

내수 판매가 4% 뒷걸음질한 것과 비교

하면나쁘지않은실적이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지난달새로등록한수입차는모

두 2만3775대로 5월보다 226%늘었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

은 6월 수입차 시장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해소와신차효과등에힘입어 5월

보다크게늘었다고설명했다

브랜드별 6월판매실적(등록대수)을

보면 벤츠가 가장 많은 7783대를 팔았

다 2위 비엠더블유(BMW5510대)보

다 2200여대나많은규모다

310위 브랜드와 판매량은 ▲ 혼다

1750대 ▲ 렉서스 1272대 ▲ 포드 1173

대 ▲ 랜드로버 962대 ▲토요타 892대

▲ 미니 841대 ▲ 볼보 693대 ▲ 크라이

슬러648대등의순으로집계됐다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

역본부(본부장 김동언)는 오는 12일 오

후 2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상공회

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공매투

자아카데미를개최한다

공매투자 아카데미는 부동산투자 실

무에관한다양하고유익한정보를제공

하고자온비드고객을 비롯하여공매에

관심이있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매년

전국주요도시에서개최되고있다

이날 공매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온라

인공매시스템인온비드를쉽고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온비드 공

매에대한다양한투자방법과이용시주

의사항등다양한프로그램이마련된다

백석대학교박병섭교수의 실전부동

산 공매투자 특강을 통해 공매 투자에

관심있는투자자들에게실속있는정보

를제공할계획이다

김동언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공매투자 아카데미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방법이전수될수있도록알찬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공매 투자자들에게

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 문의

0622313010 김대성기자bigkim@

전남 5월 어업생산량 11% 증가

전국생산량 70% 점유천해양식전년비 44% 늘어

부동산투자최신실속정보제공

캠코 12일 광주상의서 공매투자아카데미

올해 3분기(79월) 가계가 은행을 비

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

아 보인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서울과세종경기부산일부지

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

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금융기관들이 대

출을 보수적으로할것으로조사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서베이결과를보면 3분기국내은행

의대출태도지수전망치는 14로 2분기(

11)보다 3포인트떨어졌다

이 조사는 대출 태도의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낸통계로100부터 100 사이에 분포

한다 전망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연장조건등의대출심사를강화하겠

다고응답한금융회사가대출심사를완화

하겠다고밝힌회사보다많다는뜻이다

한은은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전반

적으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

다며 특히 가계부문이 기업보다 강화

정도가커질전망이라고분석했다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를 차주별

로 보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23으로 2

분기보다 13포인트떨어졌고신용대출등

가계일반대출은 13으로 6포인트낮아졌

다

최근금리상승에따른차주의신용위험

우려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종

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풀이된다

한은은기업대출태도가강화되지만경

기 회복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대 등으로

그정도는약할것으로내다봤다

비은행금융기관 역시 신용카드사를 제

외하고는대출에서보수적태도를유지할

것으로조사됐다

올해 3분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

지수 전망치는 22로 2분기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 상호금융조합(35)과 생명보험

회사(14)도마이너스를나타냈다

반면 신용카드회사 전망치는 6으로 대

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

다 비은행금융기관의차주신용위험지수

는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상호금융

조합 생명보험회사 등 모든 업권에서 상

승할것으로예상됐다 연합뉴스

하반기돈빌리기더어려워진다 은행대출태도전망지수 14

벤츠 수입차 1위 탈환

6월수입차등록전달보다 226% 증가

은행권기준 46등급중간급신용자들

의 대부업 이용 비중이 오름세를 이어가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간등급의대

부업체 이용이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 여

러곳에빚을진 다중채무의위험도커지

고있다는분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

한 2016년 하반기대부업실태조사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잔액은 14조

6000억원으로 2016년 6월말(14조4000억

원)보다 16%증가했다

반면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지난 지난

해 3월 349%였던법정최고금리가 279%

로 인하된 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12월 267만9000명이었던 거래자

수는 16년 6월에는 263만명이었으며동년

12월에는 250만명까지 떨어졌다 대부업

자들이신규고객보다기존고객위주로영

업을운영하고이용자의일부가저축은행

으로이전됐기때문으로분석된다

전국 대부업체 등록업자 수 또한 지난

해 12월말기준 8654개로같은해 6월대비

36% 감소했다 지자체 등록 대상인 개

인소형업자를중심으로상반기대비 326

개가줄었다

눈에 띄는 건 대부업체 이용자 중에서

저신용자는줄고중신용자가늘었다는점

이다

지난해 말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

용자대출비중은 767%로 2015년말보다

12%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대출비중은

같은기간 12%포인트오른 233%로집계

됐다 이는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내린

뒤 대부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거

래자신용등급을보면 46등급이용자의

비중은 233%로 1년전(221%) 대비 12%

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의 이용 비중은

2014년 216% 2015년 221%였다저축은

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기존 고객을

저축은행으로유도한결과로분석됐다

이처럼중신용자의대출비중이늘어난

데는 P2P대출의증가도크게영향을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신용자들을위한중금리대출상품을내

놨음에도불구하고 P2P대출업체들이 최

저금리보상제 등중신용자들을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P2P대출이

인기를끌었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P2P대출의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3106억원으로 6개월 전보

다 3배넘게(2205%) 늘었다 사실상 P2P

대출 잔액 증가(+2137억원)가 지난해 하

반기 전체 대부업의 대부규모 증가세(+

2500억원)를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P2

P대출 거래자 수도 상반기보다 2배 넘게

(1166%) 늘어난 6632명으로집계됐다

한편 P2P대출이빠르게늘어나자금융

위도 P2P대출업체들에 대한 제도적 감

독관리를 강화하고 중신용자들의 채무

건전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현재국내 P

2P대출업체는 대부분 지자체 대부업자로

등록된 상태지만 금융위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을 통해 P2P대출

업태를 별도로 구분하고 P2P대출업체들

의금융위등록을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P2P대

출업자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위해 등록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

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대부업 이용 줄었지만 중신용자 비중 늘어

최고금리인하에등록업체거래자수모두감소

대출심사강화 46등급이용자 1년새 12%P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

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돈을 빌

리려는 사람이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불특정다수투자자가십시일반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법상 대부업 대출로 분류되는데 대면 없

이도 대출이 가능하고 서류접수 등이 간

편해 최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47개 회원사의 총 누적대출액은

9901억원에달했다

P2P대출

KT는 7일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를출시 전국 KT매장및공식온라인채널KT 올레샵에서

판매를시작한다 갤럭시노트FE는블루코랄 골드플래티넘 실버티타늄 블랙오닉스 4종으

로출시되며출고가는69만9600원이다 KT 제공

KT 갤럭시노트FE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