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7금융

서민들이주로이용하는저축은행과대

부업체에풀린일본계자금이 17조4천억

원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4개일본계저축은행은국내79개

전체저축은행총여신의 18%, 19개일본

계대부업체는전체대출업체대출잔액의

38%를넘었다.

28일금융감독원이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일본계저

축은행과대부업체의국내여신(대출)은

17조4천102억원이었다.저축은행과대부

업체의 전체 여신(76조5천468억원)의

22.7%수준이다.

은행 등 다른금융업권과비교하면저

축은행과대부업체의일본계쏠림은두드

러진다. 5월말기준일본계은행국내지

점의 총여신은 24조7천억원으로 1분기

말기준국내은행총여신 1천983조원의

1.2%에 불과하다. 1금융권인 은행에 비

해서민금융시장인저축은행과대부업체

가일본계자금에의지하는비중이큰것

이다.

저축은행과대부업체를나눠서보면서

민들에게직접적인영향을주는대부업체

의의존도가훨씬높다.

금감원에따르면 5월말기준으로국내

에79개의저축은행이등록됐다.이중일

본계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은 △SBI

(1위) △JT친애(8위) △OSB(9위) △

JT(18위)등4곳이다.

작년말기준으로전체저축은행여신

은59조1천981억원이다.이중일본계저

축은행 4곳의여신은 10조7천347억원으

로 18.1%를차지했다.

대부업계에서일본계업체의영향력을

더욱크다.지난해말기준금감원에등록

된대부업체는 8천310곳이며이중최대

주주의국적이일본인대부업체가19곳이

다. 이들대부업체의평균대출금리는연

23.3%다.우리나라기준금리로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금리가 1.43%인점을감안

하면대부업체가폭리를취하고있는것

이다.

대부업계에서일본계업체의여신(6조

6천755억원)은전체대부업여신(17조3

천487억원)의 38.5%를 차지했다. 대부

업계1위인일본계산와머니의작년말기

준대출채권이 2조1천455억원으로전체

여신의약 12.4%수준이다. 대부업체전

체평균금리가 19.6%인반면주로개인

신용대출영업을하는일본계대부업체의

대출평균금리는 23.3%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시장에서 일본이

금융보복에나서더라도큰어려움이없다

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

부문에서취할수있는모든보복조치의

가능성을점검한뒤일본이돈을안빌려

줘도얼마든지다른곳에서자금을조달

할수있다고설명했다.

한편금융위에따르면현재까지알려진

국내금융권내일본계자금은약58조원

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말 기준 일본계

은행국내지점총여신은 24조7천억원으

로집계됐다. 지난해말기준일본계여신

금융사대출금은1조2천억원이다.6월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은

13조원, 채권시장 자금은 1조6천억원으

로집계됐다.

/이가영기자

서민금융에풀린일본계자금17조넘어
저축은행대부업계대출점유율 25%가일본계

日금융보복시영향권…당국 동향예의주시

서울시내가상화폐거래소의모습. /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에대한자금세탁방지

의무가강화되는분위기속에서국내가

상화폐거래소들이연이어실명계좌재계

약을체결하고있다.

은행으로부터실명계좌를받지못하면

원화로가상화폐를거래할수없어실명

계좌보유여부에거래소의사활이달려

있다고할수있다.

30일업계에따르면빗썸,업비트,코인

원,코빗등주요가상화폐거래소가이달

말로실명계좌계약이종료된다.

실명계좌는가상화폐거래소가거래하

는은행과동일한은행의계좌를보유한

이용자에게만해당계좌를통해입출금하

게하는제도다.

현재빗썸과코인원은NH농협은행,업

비트는IBK기업은행,코빗은신한은행과

각각실명계좌계약을맺은상태다.

이들가상화폐거래소는 6개월단위로

거래은행과계약연장협상을진행한다.

계약 만기를앞두고협상에서가장먼

저웃은가상화폐거래소는빗썸이다.

빗썸은농협은행의현장실사결과8개

항목에서모두 적정 의견을받고사실상

실명계좌계약을6개월연장했다.

농협은행과거래하는코인원도조만간

실명계좌재계약에서명할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도기업은행과실명계좌계약을

연장하는것으로협상을마무리지었다.

단,기업은행은거래실명제도입전기

존회원들에게만실명거래계좌를내주고

있고신규회원에대한계좌불가입장은

여전하다.

코빗은신한은행과긍정적으로협상을

진행하고있다

코빗은그러나현재실명계좌로거래가

되지않고있다. 신한은행이금융사기신

고가접수됐다는이유로코빗의모(母)계

좌자체에대해지급정지조치를해서다.

실명거래계좌가연장된후지급정지

도풀릴것으로예상된다. 최근가상화폐

거래소에대한규제가강화되는상황에서

실명거래계좌의연장에청신호가들어와

업계는안도하는분위기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등4대거래

소를제외한나머지거래소는실명계좌를

사용하지않고있어규제강화에따른양

극화현상은심화할것으로전망된다.

/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들,은행과실명계좌계약연장

빗썸,농협은행현장실사서항목모두 적정 의견받아

국세청,고액 상습체납자 정조준

작년2천483억원징수…역대최고

국세청이 작년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

단이공개된체납자에대해역대최고치

인 2천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

다.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증여세는1억~3억원이각각가장

많았다.

국세청은최근이같은내용의국세통

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국세통계연보를발간하기에앞서관

련정보의신속한이용을위해연중생산

이가능한통계를미리제공하고있다.

작년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낸고액상습체납명단공개자는4천

826명이며, 이들에게서징수한현금은 2

천483억원이다.

국세청이상습체납자명단공개를시행

한 2004년이후현금징수인원과징수금

액이역대최대치다.

상습 체납자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2016년 1574억원에서 2017년 1천870억

원에 이어 작년 2천400억원을 돌파하며

증가하고있다.

이로써국세청은2004년부터작년까지

총 1만7천869명의체납자로부터현금 1

조4천38억원을징수했다.

작년국세청이걷은세수는총 283조5

천355억원으로전년대비 10.9%(27조9

천억원)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

총 국세 대비국세청세수가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작년국세청세수비중이가장큰세목

은 소득세(30.4% 86조3천억원)이며 그

외법인세(25.0% 70조9천억원),부가가

치세(24.7% 70조원)등순이었다.

작년납부기한을연장받거나징수체납

처분을유예받은납세유예건수는총 32

만7천건이며금액은6조8천891억원에달

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15만1천

건 3조8천275억원이었고징수유예는 15

만 건 2조7천551억원, 체납처분 유예는

2만5천건 3천65억원이다.

/전재은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15만5천

259건,총726억원을원주인에게지급됐

다고최근밝혔다. 이는지난해상반기보

다지급건수 28%, 지급금액 26%증가한

수준이다.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로 휴면예금

조회나지급편의성이높아졌고관련홍

보를강화하면서이용자들이늘어났기때

문이라고진흥원은설명했다.

일반적으로은행예금은5∼10년,보험

은 3년이상거래가없으면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저소득아동,사회적기업등금

융사각지대서민취약계층의금융지원에

사용하고있다.

원래 권리자는 온오프라인 창구로 언

제든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별도회원가입없이온라인지급신

청사이트인 휴면예금찾아줌에접속하

면24시간조회할수있고,지급신청을하

면최대50만원까지돌려받을수있다.

/이유빈기자

올상반기휴면예금 726억원 원주인에지급

국세청이작년고액상습체납으로명단이공개된체납자에대해역대최고치인2천483억

원을징수한것으로집계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