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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106.70 (-1.63) 금리(국고채3년) 0.847 (+0.005)

코스닥 727.58 (-10.39) 환율(USD) 1203.40 (+0.40)

기아차 연식변경모델 2021셀토스 출시

2021셀토스

2021셀토스그래비티

기아차광주1공장에서생산되는인기

모델차량셀토스의연식변경모델이출

시됐다.기아차는셀토스의연식변경모

델 2021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돌입했다고1일밝혔다.

2021셀토스는전방충돌방지보조-

교차로대향차(FCA-JT),후석승객알

림등첨단안전및편의사양을신규적

용하고,차별화된디자인요소를적용한

그래비티 모델운영이특징이다.

지난해첫선을보인셀토스는차로유

지보조, 하이빔보조등최첨단안전사

양이 대거 적용돼 높은 인기를 끈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2021 셀토스는 후석 승객 알림을 전

트림에기본적용해고객편의와안전수

준을대폭높였다.

교차로대향차까지범위를넓힌전방

충돌방지보조를동급최초로적용해교

차로에서좌회전시맞은편에서다가오

는차량과충돌위험이감지되는경우에

도자동으로제동을도와준다.

여기에기아차는차별화된디자인요

소를적용해실내외고급스러움을높인

그래비티 모델도새롭게추가했다.

그래비티 모델은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18인치블랙전면가공휠▲메탈

릭실버칼라디자인포인트▲그레이인

테리어가적용됐다.

2021셀토스 판매가격은개별소비세

3.5%기준으로 1.6터보가솔린모델의

경우 ▲트렌디 1934만원 ▲프레스티지

2248만원▲시그니처 2454만원▲그래

비티2528만원이다. 1.6디젤모델은▲

트렌디 2125만원▲프레스티지 2440만

원 ▲시그니처 2646만원 ▲그래비티

2719만원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농 축협부실대출…피해는조합원몫?

조합명 2018 2019 증감

고서 2.86 6.03 3.17

구례축협 3.75 5.89 2.14

천운 1.77 5.5 3.73

함평축협 4.26 3.87 -0.39

곡성축협 2.41 3.61 1.2

목포무안신안축협 0.78 3.31 2.53

월야 1.77 3.19 1.42

나주축협 1.02 3.13 2.11

석곡 2.71 3.12 0.41

청산 0.06 2.98 2.92

화순축협 2.2 2.53 0.33

다압 5.04 2.45 -2.59

북부(보성) 0.29 2.38 2.09

순천원협 0.32 2.34 2.02

노안 0.52 2.33 1.81

곡성 2.42 2.32 -0.1

금정 1.59 2.14 0.55

풍양 2.99 1.98 -1.01

천지 1.54 1.97 0.43

화원 3.18 1.93 -1.25

대출연체율전남상위20개조합농협지역조합대출금연체비율전남1.34%,광주 0.91%

5월대출잔액 21조1841억원…지난해말보다3.6%늘어

화순천운농협 수십억원대부실대출로경찰수사받기

2018년 2019년 2020년5월

1.34

1.070.98

광주 전남농축협대출금연체율

0.67
0.84

0.91

전남

광주

<자료:농협광주본부 전남본부>

조합명 2018 2019 증감

동곡 2.41 2.74 0.33

송정 1.86 2.42 0.56

본량 0.91 1.55 0.64

삼도 0.79 1.48 0.69

남광주 0.69 1.39 0.7

북광주 0.51 0.93 0.42

광주 0.62 0.84 0.22

하남 0.44 0.58 0.14

서창 0.59 0.57 -0.02

서광주 0.6 0.51 -0.09

임곡 0.71 0.38 -0.33

대촌 0.31 0.26 -0.05

평동 0.41 0.21 -0.2

비아 0.47 0.16 -0.31

광주지역조합대출연체율

(단위:% %포인트)

160개조합연체율은광주일보홈페이지게재.

<자료:농 축협경영공시>

광주전남지역농축협들의대출금연체

비율이 2년연속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상호금융을 포함한 금융권의 대출경쟁

이심화되면서속속발생하고있는부실대

출 피해를 조합원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나온다.

1일농협전남지역본부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올해 5월말기준지역조합들의대

출금 연체비율은 전남 1.34%, 광주

0.91%로집계됐다.

대출금연체비율은상호금융의자산건

전성지표로활용된다.

지역조합들의 연체율은 2년 연속 오르

고있다.

전남 146개 농 축협 연체율은 지난

2018년 0.98%에서 지난해 1.07%로

1% 선을 넘어선 뒤 올해 5월 1.34%로

올랐다.

광주 14개 조합 평균 연체율도 2018년

0.67%, 2019년 0.84%, 올해 5월 말

0.91%로해마다상승하고있다.

이는농산물사업이부진한지역조합들

이대출유치에열을올리기때문으로, 광

주전남지역 농축협 대출잔액은 지난해

20조원을넘어섰다.

대출잔액은 2018년 19조3686억원(전

남 13조8482억광주 5조5204억)에서 지

난해 20조4341억원(전남14조6930억광

주5조7411억)으로1조원넘게(5.5%)증

가했다.

올5월대출잔액도21조1841억원(전남

15조3229억광주 5조8612억)으로 지난

해말보다 7500억원(3.6%) 늘었다.

이처럼지역조합들이대출실적에혈안

이된동안연체는악화되고있었다.

광주전남 160개 농축협의 지난해 말

기준경영공시를확인해보니,대출금연체

비율이오른조합은전체의45%에달하는

72개로확인됐다.

연체율이 오른 조합은 전남 64곳광주

8곳으로, 이들조합은평균적으로연체율

이각각0.69%포인트, 0.46%포인트오른

것으로집계됐다.

지난해전남지역에서연체율이가장많

이오른곳은화순천운농협이었다. 천운

농협의지난해말연체율은 5.5%로,전년

(1.77%)의 3배수준으로급증했다.

천운농협은 수십억원대 부실대출이 발

생해 지난 5월관련직원등이경찰수사

를받고있으며지난달에는 1분기경영상

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을 받

아부실우려조합으로지정되기도했다.지

난해천운농협의대출액은 700억원에달

했다.

고서농협도 연체율이 전년의 3배 수준

인 6.03%로 껑충 뛰었고, 구례축협

(5.89%), 함평축협(3.87%), 곡성축협

(3.61%),목포무안신안축협(3.31%),월

야농협(3.19%),나주축협(3.13%), 석곡

농협(3.12%) 등도 3% 이상높은연체율

을나타냈다.

광주지역에서는 남광주농협 연체율이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고, 삼도

(0.69%포인트), 본량(0.64〃), 송정

(0.56),북광주(0.42), 동곡(0.33), 광주

(0.22), 하남(0.14) 순으로 증가율이 높

았다.

각조합경영공시에따르면올상반기에

만담보부실확인과한도초과등부실대

출로제재조치를받은조합은지역에서 6

건에달했다.

순천광양축협은 부동산담보 대출을 부

당하게취급하면서 8800만원이넘는손실

이예상됐고,남면농협은선순위임차보증

금확인을소홀히하면서 1억23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았다. 다압농협(임차보

증금확인소홀)과봉산농협(대출한도초

과), 황산농협(부실채권)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가운데)신입행원 42명이 8개월간의훈련을마친뒤 1일동구대인동본점에서사령장을받고기념사진을찍

고있다. <광주은행제공>

광주은행 신입행원42명첫발

새얼굴

효율적정책…신뢰받는조달서비스노력

백호성광주지방조달청장

지역경제가어려운엄중한현상황

에서 효율적인 조달정책 집행으로 신

뢰받는 조달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1일신임광주지방조달청장에취임

한백호성(49사진)청장은이날취임

식을 생락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며

이같이포부를밝혔다.

백청장은지난

1993년조달청에

입사한뒤구매총

괄과,혁신행정담

당관실,운영지원

과장등을거치고 2007년대통령비서

실인사행정관으로도활동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