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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1일부터 지방은

행 최초로 취약 차주의 가계대출 중

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31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번 수

수료 면제 대상은 가계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등급 7등급(상환일 

전월 기준) 이하 차주이다. 면제 대

상 차주라면 올 연말까지 대구은행 

영업점은 물론이고 비대면 채널 어

디서든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구은행은 2월 중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뱅크를 비대면 출시

하고, 금리를 0.50%포인트(p) 내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8월에

도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취

약차주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0.50%p 인하하는 등 꾸준

히 금융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제

도를 시행해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 취약차

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으

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에 힘쓰겠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신용 7등급 이하 중도상환

대구銀, 지방 첫 수수료 면제

주식투자자들의 표정이 모처럼 밝아

졌다. 1월 유가증권시장 상승률 최고치

가 22년 만에 가장 높은 10%에 달했을 

정도로 기록적  ‘1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2

월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

피 시장은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전날 

대비  25.39포인트(1.04%)   내린 

2,425.08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도 

하락장이긴 했으나 올해 첫 거래일부터 

29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무려 10.10% 

올랐다. 1월 한 달을 통틀어도 코스피 

상승률은 9.57%로 2001년(22.45%) 이

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이 같은 랠리를 주도

한 건 외국인 투자자다. 외국인 투자자

들이 1월 한 달에만 코스피를 6조9천

410억원어치 사들였다. 심지어 외국인

은 전 거래일까지 12거래일 연속 순매

수했다. 2013년 9월 8조4천790억원 사

들인지 9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이러한 외국인 순매수는 지난해 1천

400원대마저 뚫었던 ‘킹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보인다. 31일 마감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31.9원이다. 지난해 9월 28일 기록

한 연중 최고치(종가 기준 1,439.9원)와 

비교하면 4개월 새 200원이나 내렸다. 

이번 달러 약세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

기침체 우려 등으로 올해 글로벌 통화긴

축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

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1월 상승세가 2월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조심스럽다는게 증

권가의 반응이다. 1월 증시가 단기적으

로 과열된 과매수 시장이었고, 이제는 

투자자들이 올해가 아닌 내년 실적에 대

한 전망을 하며 시장을 지켜볼 시점이라

는 이유에서다.

김성호 NH투자증권 WM사업부 차

장은 “2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지수가 

내려간데서 특별한 이슈를 찾기 어렵다.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그간 사둔 주식으

로 수익 실현에 나선 것”이라며 “헤지를 

위한 매도도 눈에 띄는데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있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시장에 영향을 미

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차장은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등 

FOMC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떨어진 상

황”이라면서 “당분간 증시가 숨 고르기

에 들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10% 뛴 역대급 1월 증시, 2월도 뛸까<1월 31일>

(-25.39P)2,425.08

(+1.87P)740.49

3.325 (+0.054%P)

1,231.9 (+4.5원)

76,030 (-380원)

코스피 22년 만에 최고 상승

달러 약세 외국인 투자 몰려

단기 과열…숨고르기 전망도

3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 넘게 하락해 2,420대로 내려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5.39포인트(1.04%) 내린 2,425.08에 거
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7포인트(0.25%) 오른 740.49로 거래를 마쳤다.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총체적인 부진에 빠지면서  ‘어닝 쇼

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1일 작년 한 해 영업이

익을 연결 기준 43조3천766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했다. 2021년보다 

15.99% 감소한 숫자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3천61

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95% 줄었

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 

대에 그친 건 2014년 3분기(4조600억

원) 이후 8년여 만이다.

연간 매출은 300조원을 돌파, 사상 최

대를 기록했다. 매출은 302조2천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9% 증가했다. 삼

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30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순이익은 55조6천

541억원으로 39.46% 늘었다.

4분기 매출은 70조4천646억원, 순이

익은 23조8천415억원이었다.

최대 실적에도 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하반기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 데다 고금

리,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등이 겹치면

서 완성품과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기 때

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을 지탱하는 

반도체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 충격이 

컸다.

부문별 실적을 보면 반도체를 담당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매출은 20조

700억원, 영업이익은 2천700억원에 그

쳤다. 영업이익은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6.9%나 줄어 드는 등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정은빈 기자 bean@imaeil.com

최대 매출에도…삼성전자 ‘어닝 쇼크’

지난해 영업이익 16% 감소

4분기는 8년 만에 4조원대

지난해 12월 대구 건설수주액이 

1년 전보다 급감한 반면 경북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동북지방통계청의 ‘2022년 

12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 자료

에 따르면 대구 건설수주액은 3천

298억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

다 74.5% 감소했다. 일반 건설업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24조7천90억

원 가운데 1.3% 수준이다.

토지 조성,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수주가 줄면서 건축 부문에서 

74.7%(1조1천456억원→2천902억

원), 토목 부문에서 73.2%(1천475

억원→395억원) 각각 감소했다. 발

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천699

억원으로  76.0%, 공공 부문에서 

598억원으로 64.0% 줄었다.

반대로 경북 건설수주액은 소폭 

늘었다. 지난해 12월 경북 건설수주

액은 1조3천960억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

신규 주택, 학교�병원, 공장�창고 

등 수주가 늘어 건축 부문(55.3%) 

증가 폭이 컸다.  토목 부문에서 

32.4%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공공 

부문에서  38.4%, 민간 부문에서 

0.5% 각각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은 대구에서 증가했고 경북에

서 감소했다.

대구 광공업 생산지수는 111.6으

로 전년 동월보다 0.1% 올랐다. 업

종별로 의료정밀광학(36.8%),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0.6%), 

자동차(8.2%) 등에서 늘고, 식료품

(-12.4%), 금속가공(-7.7%), 기계

장비(-3.8%) 등에서 줄었다.

경북의 경우 75.8로 17.2% 떨어

졌다. 필기구 등 기타 제품(34.9%), 

자동차(17.0%) 생산은 늘었지만 전

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48.9%), 1차 금속(-26.4%), 화

학제품(-15.1%) 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빈 기자

12월 건설수주액

대구 74.5% 줄고

경북 11.9%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