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제20600호��
경 제

�코스피245816 (+2435) �금리 (국고채 3년) 193% (001)

�코스닥66231 (+772) �환율 (USD) 113520원 (+01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경기불황이지속하면서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소비

내역을공개하며불필요한지출을검증받

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른바 짠테크(짠

돌이+재테크)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온라인상에도 미리 한달

사용 금액을 정해 봉투에 넣고 그 안에서

만쓰기 특정한이벤트가발생하면 1000

원씩 저축하기 등 각종 절약 팁이 넘쳐난

다 최근에는 연예계 대표 짠돌이로 알려

진 개그맨 김생민이 시청자가 보낸 한 달

치 영수증을 보고 소비를 줄이는 각종 방

법을 분석하며 저축을 권하는 TV프로그

램도인기를끌고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처럼 짠테크

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에 발맞춰 시중은

행에서도 소액을 꾸준히 저금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애플

리케이션(앱)을속속내놓고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매일 커피 한 잔

값(5000원)을연금으로저축하는 KB라떼

연금저축펀드를 선보였다 매일 커피 한

잔값을30년간꾸준히모아저축한다면수

익률을연 3%로가정했을경우은퇴후연

금으로10년간월77만원을받을수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4월 자투리 금액을 수

시로 모아 한 달마다 이자와 함께 돌려받

는 비대면 상품인 한달애(愛) 저금통을

선보였다 한달애저금통은하루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원까지 연 4% 금리를 제

공한다

우리은행은 한 달 동안 매일 1000원씩

입금액을 늘려 자동이체 하거나 절약한

하루 생활비를 매일 입금하는 위비 짠테

크 적금을 지난 5월 출시했다 1일에는

1000원 2일에는 2000원을 넣는 등 매일

1000원씩 적립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적금계좌수는 4개월만에 3만건을넘

어서며인기를끌었다

KEB하나은행은 앱이 매일 정해진 시

간에 얼마를 저축할지 묻고 답한 금액만

큼적금계좌에돈을이체하는 오늘은얼

마니?적금을내놨다

IBK기업은행의 IBK평생설계저금통

은신용(체크)카드를결제할때마다1만원

미만의돈이미리정해둔적금펀드연금

저축신탁 계좌 등으로 이체된다 예를 들

어 하루 3회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3000원씩 펀드에 적립이라고 설정을 하

고 하루 3회 카드를 쓰면 9000원(3회×

3000원)이지정한펀드로입금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이 모바일

에서 직접 가입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불

구하고입소문이돌면서최근엔영업점을

방문하는고객들도가입방법을묻는경우

가크게늘었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짠테크 열풍의 이

면에는 끝 모르고 상승하는 물가와 청년

들의고용불안노인빈곤등불확실한미

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

석한다 소득이 충분치 않고 내수는 위축

된데다 노후 등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모아야 한다는

심리가커진것이라는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과 관련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고 모

여있기만 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

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맹목

적인짠테크가이어질경우거시적으로는

국내경기가더안좋아질수있기때문에

소득을 늘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소비는 스튜핏짠테크 열풍

고용불안노인빈곤등불확실한미래에소비줄여

절약팁저축상품봇물국가경제부정영향우려도

바보

금호타이어는 12일부터 이틀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 트럭과

버스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안전점검 캠

페인을실시한다고 11일밝혔다

이번 행사는 송산(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방향) 신탄진(경부고속도로 서울방

향)여주(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칠곡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등전국 4개고

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

소를방문하는트럭버스운전자들은금

호타이어의전문가들로부터타이어마모

도및밸런스점검등각종타이어안전점

검서비스를무료로받을수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관리 요령

안내뿐만 아니라 트럭버스용(TBR) 타

이어 제품 홍보와 상담 서비스도 실시한

다 특히 KRA50은 국내 최초 고강도

18PR(Ply Rating타이어 강도 지수)을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마모 성능을

개선해 마일리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KRS55는 장거리 트랙터대형카고 전

륜용 프리미엄 제품으로 고속주행 안정

성및핸들링성능을강화시킨것이특징

이다 김대성기자bigkim@

금호타이어전문가가고속도로휴게소에서부스를찾은대형트럭과버스를대상으로

타이어점검서비스를하고있다 금호타이어제공

금호타이어고속도로대형차안전점검

내일까지송산등 4개 휴게소타이어진단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역 대표

복합문화생활공간인유스퀘어와제휴를

통해 아름다운 유스퀘어 KJ카드를 11

일출시했다고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아름다운 유스퀘어

KJ카드는 CGV 영풍문고 자연별곡 엔

제리너스 등 유스퀘어 입점 가맹점 이용

시 10% 포인트 적립이 된다 또 광주 전

남 전북주요백화점및대형마트 10%포

인트 적립  전국 SOil 및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포인트적립과교통업종과 3대

이동통신요금결제시 5% 포인트적립서

비스를제공하는특화카드다

포인트적립서비스는전월이용실적 40

만원 이상시 제공하며 실적에 따라 업종

별 5000 포인트에서최대 2만포인트가적

립되어각업종별합산시에는월최대 6만

5000포인트까지적립이가능하다 적립된

포인트는 결제계좌에 캐시백 입금은 물론

유스퀘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

능하며 연회비는국내전용1만원 국내외

겸용은1만3000원이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은행 유스퀘어 KJ 카드 출시

가맹점이용시 10% 포인트적립대형마트주유도혜택

주유소휘발유가격이 10주연속올랐

고 경유 가격도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

어가고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첫째주전국주

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88

원오른(리터)당 15005원 경유가격

은 87원오른 12913원을기록했다

광주의 경우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063원오른당 149094원 경유

는 977원 오른 128231원을 나타냈다

전남도휘발유는 101원이오른 148348

원 경유도 938원 상승한 127433원으

로 전주 대비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조만간국내유가상승세가꺾일것

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

한국석유공사관계자는 열대성폭풍

네이트(Nate)의 미국 멕시코만 상륙과

러시아의감산연장관련발언해명등으

로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유가

상승세는완화할전망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휘발유 기준 광주 자치구

별 최저가 주유소는 ▲동구 (주)아승그

린주유소(당 1453원) ▲서구 (주)대원

주유소(1450원) ▲남구 (주)대동주유소

(1453원) ▲북구 박물관주유소(1445원)

▲광산구진양주유소(1427원) 등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휘발유값 10주 연속상승

광주당 149094원전남 148348원조만간하락전망

광주상공회의소는혁신적사고와불굴

의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을 키우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기업인을

포상하기 위해 광주상공대상 후보자를

오는31일까지접수한다고11일밝혔다

신청 대상은 5년 이상 광주상공회의

소관할구역내(광주시 나주시곡성군

담양군 영광군장성군화순군)에서기

업활동을 하고있고 고용창출과 기술혁

신 등의 분야에서 최근 3년간의 공적이

있는지역기업인이다

시상부문은경영우수 고용우수 기술

혁신 지역공헌등 4개부문에걸쳐각 1

명씩을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오는 11

월 28일 개최되는 제5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 행사에서상패와부상이수여될

예정이다 접수는 1131일 이며 광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

gjcciorkr) 공지사항에서 세부 공모

내용과관련서식을다운로드 후작성해

제출하면되며 각계전문가들로구성된

광주상공대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

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문의 062

3505882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상의 상공대상 이달까지접수

최근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구직자들

이 첫 직장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더선호하는것으로조사됐다

1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현

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남녀 신입직

구직자 1325명을대상으로취업희망기

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39%가중소기업을선택했다

대기업을 꼽은 응답자가 325%로 그

뒤를 이었고 공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각각 151%와 85%였다

성별로는 여성 구직자의 464%가 중

소기업취업을희망해남성(412%)에비

해 상대적으로높았다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구직자의 경우 630%가 중소기업

을선택했고 전문대졸 구직자도 555%

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4년대

졸업구직자는중소기업과 대기업이각

각 362%와 361%로 비슷했으며 대학

원졸업구직자는대기업취업을 선호하

는경향이475%로가장높았다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

해서는 전공을 살려 일하기 위해서라

는 응답이 476%(복수응답)로 가장 많

았고 상대적으로 취업 문턱이 낮을 것

같아서라고 밝힌 구직자가 390%로 그

뒤를이었다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 가운

데서는 높은연봉(650%)을 이유로꼽

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제

도(534%)와 기업 인지도(353%) 등의

순으로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낮아진취업눈높이

잡코리아설문44% 中企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