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낆통합 결정 과정돳산고돴

녪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과상업용건물의기준시가가내년부

터각각 15.0%와 16.8%씩 올라 세 부

담도커진다.

국세청은 30일오후 6시부터서울돚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돚대구돚

광주돚대전돚울산에 있는 오피스텔 25

만4797호, 상업용 건물 30만9385호

등모두 56만4182호의기준시가를국

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이날밝혔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돚상속돚증

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돚등록세돚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국세청홈페이지또는관

할세무서에서확인할수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

월2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우편을통해재산정신청

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 관련 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

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

정한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지난해

에 비해 상가는 7만4833호, 오피스

텔은 8만400호 등 15만5233호 늘었

으며 서울돚인천돚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인 47만3273호

가 집중됐다. ㎡당 동(棟) 평균 기준

시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 강남

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324만8

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조해동기자 haedong@

오피스텔돚상업건물

내년 稅부담 커진다

수도권 등 기준시가 올라

신한銀 돳最古의 은행돴지위 이어가

조흥銀 노조 돱명칭 배제 반발 투쟁돲
▶관련기사 1면

녪신한돚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김병주서강대명예교수 )가

신한돚조흥통합은행의은행명을 돳신

한돴으로, 존속법인은 돳조흥돴으로 최

종 결정함에 따라 향후 통합일정이

한층탄력을받게될것으로보인다.

통추위는당초예상을깨고존속법

인을 돳조흥돴으로 결정한 것은 국내

최고의 은행이라는 조흥은행의 상징

성을 존중하고 조흥은행 노조 등 구

성원들의 반발을감안한결과라고밝

히고있다.

낝경제적 손해 감수… 조흥은행 역사

성 배려=이번 통추위의 결정으로 올

해로 창립 108년을 맞은 조흥은행은

간판을 내리게 됐지만 역사는 남게

됐다. 통추위의 이번 결론은 이변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29일 저

녁까지만해도 존속법인이 돳신한돴으

로, 은행명은 신한과 조흥은행의 영

문 이니셜 돳CHB돴를 합성한 돳CH신

한돴이 유력했었다. 존속법인을 돳신

한돴으로 할 경우가 돳조흥돴으로 하는

경우보다 합병으로 인한 세제 혜택

등에서수천억원이상유리하다는내

부분석이나왔기때문이다.

그러나통추위는 29일과 30일새벽

에 걸쳐 밤샘 토론과정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은행명 돳신한돴, 존속

법인은 돳조흥돴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이같은 결론은 조흥은행이 지

닌 역사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

된다. 반발하는 조흥은행 노조 등을

달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확보

하게 됐다. 지난 1982년 출범해 비교

적후발주자였던신한은행은이번결

정으로연혁을 1897년으로앞당길수

있게 됐다. 이같은 부수적 효과가 수

천억원의 경제적손익을감수할만한

충분한 돳가치돴가있다고통추위는판

단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조흥은행노조는이날성명

을 내고 돱통합은행명에서 돳조흥돴을

완전 배제한 것은 굴욕적인 흡수통

합돲이라며돱내년1월초부터정시출퇴

근과태업등으로투쟁수위를높여가

겠다돲고밝혀향후갈등이예상된다.

낝향후 일정과 과제=통합은행명과

존속법인이 결정되면서 신한돚조흥은

행의 통합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단계

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신한돚조흥

은행은 내년 1월중순 통합은행장을

결정하고 2월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를 열어 통합은행을 승인할 예정이

다. 통합은행은 지난 6월말 현재 자

산규모 162조원, 지점 960개를 갖춰

국민은행(자산 199조원, 1063개 지

점)에 이은 국내 2위의 은행으로 올

라서게 된다. 하지만 조흥은행 노조

가 오는 1월초부터 쟁위행위를 하겠

다고나섬에따라통합후유증에따른

고객이탈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홍성철기자 redhog@munhwa.com

녪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김우석)

가 생계형 신용불량정보보유자(옛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활동에

앞장서온 서울 중랑구와 중구, 노원

구 등 서울시내 9개 구청 신용서포터

즈단 책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

고격려했다.

김우석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9일

서울강남구삼성동자산관리공사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돱신용회복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

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신용서포터즈단의 적극적인 활동 덕

분이었다돲며 돱앞으로 신용을 회복한

이들이 더욱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

도록 옆에서 적극 지원해달라돲고 당

부했다.

문화일보가 돳Creducation 2005돥

신용한국, 이제는 실천이다돴 캠페인

의 핵심사업으로 자산관리공사와 함

께 펼쳤던 신용서포터즈단은 지난 8

월4일 1호인 중랑구청 신용서포터즈

단을 시작으로 전북 김제시, 인천 부

평구 등 전국 17개 자치구에서 조직

됐다. 이들은 지난 11월8일까지 전국

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신용

불량정보 보유자 15만6478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해 이중 57.28%인 8만96

27명의 신청을 이끌어냈다. 특히 신

용서포터즈단이 출범한 자치구의 신

용회복 신청율은 65.1%를 기록했으

며 서울 지역에서는 신청율 1위와 2

위를 기록한 양천구(71.5%)와 은평

구(70.4%)를 비롯, 신청율 상위 7개

구중 6곳이 신용서포터즈단을 출범

시킨자치구였다.

한편 적극적인 신용서포터즈단 활

동으로30일대통령표창을받은김영

희(여돚49) 중랑구청 생활보장팀장은

돱신용서포터즈단활동은17년사회복

지공무원활동중가장보람있는일이

었다돲고말했다.김팀장은돱처음에는

누가대상자인지몰라서기초생활수

급대상자들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신

용회복제도에 대해 설명했다돲며 돱신

용회복지원 신청만으로 어려운 이웃

들이 월 10만~30만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등의파격적인혜택이있어

동료나주민들에게자신있게권할수

있었다돲고말했다. 홍성철기자 redh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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녪박홍수(사진) 농림부 장관은 30

일 추곡수매제 폐지 등 올해 양정

제도개편과관련, 돱정부가제도개

편이 연착륙되도록 충분히 대처하

지못한점이있었다돲며 보완책추

진의사를밝혔다.

박장관은 또 2005년의 성과로

돳1사1촌운동돴의 성공적 전개를 비

롯해 농산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농지은행제 마련

등을꼽았다.

박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돱쌀

값 하락 문제를 되돌아보고 양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

다돲며 돱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보전직

불제 등 기본

틀은 유지하

되 농업인들

의 의견을 수

렴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돲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2005년의 성과로 농산

어촌을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하

기 위해 2009년까지 20조원을 투돚

융자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점

과 1사1촌 자매결연, 농지은행제

마련, 새만금 소송 승소, 방역 결

과 등을 들었다. 2006년의 현안으

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

업협상과 대책마련, 품종 통일과

브랜드화를 통한 쌀의 경쟁력 강

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비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이르면 내년 3

월 실시될 수입 쌀 시판과 관련

돱우리쌀이 처음으로외국쌀과시

장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돲이라

며 돱(브랜드화 등 정책이 성공하

면) 수입쌀에대해자신감을갖고

경쟁할 수 있을 것돲이라고 강조했

다. 박 장관은 이밖에 미국산 쇠고

기 수입문제와 관련 돱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우산업이 한 단계 성장

할수 있게 만들것돲이라며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2008년 전면시

행등정부추진계획을소개했다.

서의동기자 phil21@

녪정대근(사진) 농협중앙회장은

30일 돱(내년에는) 농협운동 완성

을 위한 돳최후의 사업돴이라는 각

오로 범국민적 농촌사랑운동을 반

드시 성공시키겠다돲며 내년에도

돳1사1촌운동돴을 사업의 최우선 목

표로둘것임을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

를 통해 돱농촌사랑운동은 이미 90

00여쌍의 1사1촌 자매결연이 성사

돼 1차적인 붐 조성에 성공했다돲

면서 돱노무현 대통령도 지난해 10

월 돳농촌사랑 도농상생 한마당돴대

회에서 농촌사랑운동을 돳도농상

생의 대성과돴

라고 극찬하

신 바 있다

돱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돱농촌사랑 열

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민

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

는 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돲면서

돱이를 위해 올해 농촌사랑 지도자

교육원을 설립, 마을 지도자를 체

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

갈것돲이라고말했다.

정회장은 이어 농협의 종합금융

그룹 체제구축을 강조하면서 돱이

번에인수한증권회사를이른시일

안에 시가총액 2조원 규모의 국내

메이저 증권사로 키워내겠다돲며

지난28일인수한세종증권의육성

에 의욕을 강하게 보였다. 정 회장

은 돱농협의 신용사업이 농업인 지

원과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수익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기 위해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

은피할 수없는선택돲이라고말했

다. 정회장은 이밖에 새농촌 새농

협운동의 전사적 추진, 도매유통

사업혁신등에도역점을두겠다고

강조했다. 서의동기자

농림부장관돚농협중앙회장 신년사

돱새해에도 돳1사1촌돴사업 최우선돲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돱쌀돚쇠고기 경쟁력 강화 주력돲

박홍수 농림부장관

시민 볼모 돳교통카드 분쟁돴

신 보 영

경제부기자

녪새해 벽두부터 서울시민들은 돳교통카드 대란돴 이라는 짜증나

는 일을 겪게 될 지도 모른다.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사업을 운

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신용카드업계간에 후불제 교

통카드 수수료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일

보 12월29일자 11면보도)

사건의 발단은 KSCC가 삼성돚신한돚외환돚롯데카드 등 4개 카

드사에게 후불제 교통카드 1장당 3800원의 추가 수수료를 요구

하는 재계약을 추진하면서부터. 카드사들은 돱독점적 지

위를 악용한 부당한 요구돲라며 반발했고, KSCC는 이달

말 이들 카드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에 따라 신한카드가 27일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고, 롯데카드도내년 1월부터중단할방침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계약이 결렬되면 신

규가입 중단은 물론기존회원도최대 3개월의유예기간

이 끝나면 후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

재 서울시 교통카드 이용자 2000만명 중 4개 카드사의

이용자수는 25%인 500만명인것으로추산된다.

카드업계에서는 후불제 교통카드는월 5만원이상사용해야손

익분기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인이 매일 대중교

통을 2번 이용해도 한달(30일)에 4만8000원이어서 이것만으론

장사가 되지 않는다. 카드사 관계자는 돱교통카드는 회원 편의를

위한 것이지, 수익을 위한 게 아니다돲며 돱역마진을 감수하고 장

사할 순 없다돲고 말했다. 이에 대해 KSCC측은 돱수수료 현실화

는 불가피하다돲고 맞서고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애꿎은 서울시민들이다. 때문에 일부 네

티즌들은 KSCC의 대주주인 서울시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다.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양측이 자기

주장에 연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타협을 통해 새해에는 가능한

빨리좋은소식을내놓기를바란다. boyoung22@

신한 돳신뢰돴돥조흥 돳역사돴 합쳐

김병주(왼쪽 네번째)신한돚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통합은행 명칭과 존속법인 등을 발표하고 있다.

임정현기자 theos@

急於星火
급 어 성 화

돳별처럼 급하고 빠르다돴

CEO선정 올 사자성어

녪돳급어성화( 急於星火돟 별처럼

매우급하고빠르다) 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선정한 2005년 우리나라의 경영

계를대표하는사자성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기업

임원급 대상 유료 정보사이트인

돳세리CEO(www.sericeo.or

g)돴 회원 411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복수응답)를 한 결과 응

답자의 20.6%가 2005년 기업경

영의 가장 큰 화두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로 돳급어성화돴를 꼽았

다고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

경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스피

드경영, 속도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된 한해였음을 반영하는 결

과로 분석된다. 구름과 진흙처

럼서로간의차이가매우심하다

는 뜻의 돳운니지차(雲泥之

差)돴가 20.5%로 뒤를 이어 올해

대기업돥중소기업, 수출돥내수

간심화된경제양극화를반영했

다.

이어 응답자의 13.3%는 돳천정

부지(天井不知)돴를 꼽아 올해

유가돚주가돚원자재가 등이 사상

최고치를연일경신하며큰폭으

로올랐음을지적했다.

또 11.9%가 꼽은 돳미감유창

(美感柔創돚아름답고 감성적이

고 유연하고 창의적)돴은 경제계

전분야에 감성경영, 문화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된 한해였음을 반

영했다.

돳무주공산(無主空山돚주인없

는빈산)돴은경쟁이없는블루오

션을찾기위한경쟁이치열했음

을 반영한 사자성어로 선정됐

다. 김상훈기자

김우석(뒷줄 왼쪽 네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산관리공사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주요 구청

의 신용서포터즈단 책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뒤 신용회복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창섭기자 bluesky@

돳신용회복 지원돴서울 9개 자치구에 감사패

자산관리公,신용서포터즈단 책임자 격려

현대카드돚캐피탈 돳장애인 돕기돴 현대카드돚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이 내년 1

월까지를 사회봉사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사

회공헌활동을 펼치고있는 가운데 이 회사 직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해 라면 1000박스를 전달하고있다. 현대카드돚현대캐피탈 제공

신한돚조흥은행통합일지

2002년 9월 정부,조흥은행지분매각발표

2003년 6월 신한금융지주 조흥은행 인수자
로결정및조흥은행노조파업

9월 조흥은행신한금융지주편입

2005년 9월 신한은행 조흥은행 통합추진위
발족

10월 통합추진위, 신한돚조흥 합병 결
의

12월30일 통합은행명,존속법인발표

2006년 1월중순 통합은행장결정(예정)

2006년 2월15일 합병을위한임시주총(예정)

1897년 민족자본 모아 돳한성은행돴설립

1943년 돳조선 일으킨다돴조흥은행 개명

낆조흥銀 돳108년 역사돴

녪우리나라 최고(最古)은행인

돳조흥은행돴의 명칭이 역사의 뒤

안길로사라진다.

신한돚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

회가 30일 통합은행의 이름을

돳신한은행돴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108년의 역사를 자랑해온

조흥은행의 간판은 내려지게 됐

다.

조흥은행은 지난 1897년 일본

계 자본으로부터 조선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 뜻있는 고위관료와

실업계 인사들의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한성은행(사진)에 뿌리

를 두고 있다. 1943년 민족계 은

행인 경상합동은행과 동일은행

인수를계기로 돳조선(朝)을일으

킨다(興)돴는 취지아래조흥은행

으로행명을바꿨다.

광복이후 조흥은행은 증시상

장(1956년), 민영화(57년) 등을

거쳐 66년에는 총예금 160억원을

돌파해 국내 은행업계의 정상에

올랐다. 조흥은행은 그러나 외

환위기 파고를 만나 97년 2월 한

보사태, 3월 삼미그룹 도산, 7월

기아그룹 부도 등 잇단 악재로

타격을 입었고, 급기야 그해 12

월 2조7000억원의공적자금이 투

입됐다. 김상훈기자 sh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