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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396.48 (+20.67) 금리(국고채3년) 0.915 (0.000)

코스닥 884.30 (+14.83) 환율(USD) 1184.90 (-4.20)

광주신세계 롯데백화점광주점 이마트등

협력업체납품대금추석사흘전조기지급

광주지역주요백화점들이추석사흘

전인오는28일협력업체에납품대금을

조기지급하기로했다.

㈜광주신세계는정상지급일보다평

균 12일가량앞당긴오는 28일에 대금

을지급한다고10일밝혔다.

광주신세계는통상매달20일까지영업

한대금을다음달 10일께지급해왔다.

선지급 대상은 대기업중견기업을 제

외한중소기업이다. 광주신세계는 협력

업체를대상으로이주까지선지급신청

을받는다.

신세계그룹은추석을맞아중소협력

업체에1900억원규모납품대금을조기

지급할계획을밝혔다.

이마트는300여개협력업체에1300억

원,신세계백화점은 1600여개협력업체

에 500억원을앞당겨지급한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150여개협력업체에 120

억원을조기집행한다. 이마트와이마트

에브리데이는이달 29일정산분을나흘

앞선 25일에지급한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을포함한롯데백화

점도 28일까지모든대금을지급한다.

백화점과 롯데e커머스, 롯데정보통

신,롯데건설,롯데케미칼등 35개사롯

데그룹의조기지급대금은6000억원규

모다.약 1만3000개중소협력사가혜택

을볼것으로예상된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양파는지난해만큼…마늘은줄여주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

적정재배수급안정회의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0일농협무안

군지부에서 2021년산양파마늘적정재

배 수급 안정 사업 업무협의회를 열고

적정면적재배를위한산지홍보및지도

를추진한다고이날밝혔다.

농협은업무협의회에이어고흥,해남

등전남주산지시군을순회하며내년양

파마늘적정면적재배를위한산지지도

를펼쳐나갈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 9월전

망에따르면전국적으로내년재배의향

면적은 양파가 1만7838㏊, 마늘이 2만

4181㏊로전년대비각각 1%, 5%가감

소할것으로내다봤다.

올해전남지역재배면적은양파5743

㏊, 마늘 5326㏊로 지난해보다 각각

32%, 8%감소했다.

양파의경우조생중만생모두가격이

적절했던반면마늘은면적감소에도평

년대비생산량이5000t늘어(2020년산

7만t)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전남도와

함께마늘 303㏊를산지폐기하는수급

안정대책을추진했다.

김석기전남본부장은 2021년산양파

는현재배면적수준을유지하고,마늘은

모든재배품종이제값을받기위해서는

올해보다추가적인재배면적감축이필

요하다며 각사업농협중심으로재배농

가에 양파마늘의 적정면적재배를 홍보

하는한편품목별계약재배를확대해나

가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한국인터넷진흥원 포스트코로나시대… 온라인세미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4

일세미나 포스트코로나시대, 웹의현

재와미래를온라인으로개최한다고 10

일밝혔다.이번세미나는10일에이은두

번째행사로,코로나19여파로웹사용량

이증가하면서비대면웹기술및서비스

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마련됐다.

세미나는모두8개의주제발표와패널토

론등으로진행되며, 발표가끝난뒤에는

실시간질의응답시간을가질예정이다.

2차세미나에서는▲비대면시대의도

래로 중요해진 웹 보안의 현재와 미래

(정영석 잉카인터넷 이사) ▲블록체인

과 게임의 융합(정창진 플레이키키 대

표)▲별도의프로그램설치없이웹브

라우저에서바로사용가능한웹기반영

상회의(WebRTC)서비스소개(이랑혁

구루미대표, 손성영유프리즘비저니스

트)에대한발표가진행된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신보 소상공인들대신갚아준빚320억원
8월기준대위변제액광주신보181억전남신보139억원

코로나19로불황장기화…연말연체율크게높아질듯

연도
광주 전남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건수

2016 1632 186 913 121 307 2545

2017 1546 206 1533 206 412 3079

2018 2066 281 1319 182 463 3385

2019 2005 261 1701 228 489 3706

20.8 1318 181 955 139 320 2273

광주 전남신보대위변제추이

(단위:건 억원)

※대위변제:보증한소상공인대신대출금상환

<자료:광주신보 전남신보>

광주전남소상공인들이대출금을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신보)이 대신 갚

은 대위변제액이 올 들어 320억원에 달

한것으로나타났다.

올해 8월말기준지역신보보증액은 1

조5470억원으로,지난한해전체보증액

의 2배수준이었다.

10일광주신보전남신보에따르면올해

8월말기준대위변제액은광주 181억원

전남 139억원 등 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변제액 489억원의

65.4%정도수준이다.

지역신보들은연체등보증사고가발생

했을때보증기업을대신해금융기관에대

출금을변제하고있다.

올해들어대위변제건수는광주1318건

전남955건등2273건으로, 1건당변제액

은 1408만원인셈이다.

최근 4년(2016~2019년) 사이 광주전

남지역신보대위변제액은 59.3%(182억

원)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2016년 307억원(광주

186억전남121억)▲2017년412억원(광

주 206억전남 206억)▲2018년463억원

(광주 281억전남 182억) ▲2019년 489

억원(광주 261억전남 228억) 등매해오

름세를보이고있다.

올해코로나19확산여파로신규보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연말 대위변제율(연

체율)은더욱높아질우려가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등을시행해온지역신보들

은연말이되기도전에지난해보증실적의

2배를넘겼다.

8월 말까지 지역신보 보증금액은 광주

7268억원전남8202억원등1조5470억원

으로, 지난 한 해 보증액(7858억)의 2배

에달한다.

광주 2만7075명전남 3만1047명 등 6

만명에달하는지역민들이실낱같은희망

을가지고지역신보로부터보증을지원받

았다.

문제는대출을신청한 10명가운데 7명

은자영업자와소상공인으로,대출금이인

건비나재료비등운전자금으로쓰인다는

데있다. 자영업자들이특례보증으로빚을

내급한불을끄고있는셈이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 자영업자들

이 만기 안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수

밖에없는구조다.

연체등보증사고건수가반영된대위변

제율은 8월 말 기준 광주 0.99%전남

1.44%로,지난연말수준(광주 2.73%전

남 2.31%)에크게못미친다.

하지만이는올해들어신규보증공급액

이 폭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향후

대위변제율은크게높아질전망이다.

유례없는경기불황으로보증실적은역

대급으로증가했지만,지역신보들은기본

재산을확충해야하는숙제를안게됐다.

보증잔액을기본재산으로나눈값인운

용배수는 9월초현재광주신보 8.3배,전

남신보 8배안팎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연말께

지역신보들의 운용배수는 11.8배까지 치

솟을것으로전망됐다.운용배수가10배라

는것은기본재산이1000억원인신보가 1

조원을보증한경우를말한다.

운용배수가 15배를넘으면관련법에따

라 신규 보증업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

에, 지역신보는 기본 재산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를측정하는운용배수가중요한지

표로작용하고있다.

소상공인대출수요는여전히들끓으면

서지역신보에대한지속적인출연이필요

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정부는 최근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6개지역신보에이를나눠출연할계획을

발표했지만,이를지원받기도녹록지않은

상황이다.

정부출연금을받으려면지자체출연이

전제돼야하는데,지자체는정부출연금의

5배를내야한다.하지만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하면서지자체기금이고갈상태에

이르러정부예산추가확보가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최근 150억원안팎규모출연

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아직 신규

출연에대한논의는없는상황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2차대출한도 2천만원

코로나19사태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

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

출 한도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라

간다.

정부는 10일 이런내용이담긴긴급민

생경제종합대책을발표했다.

정부는소상공인 2차대출의신속한집

행을뒷받침하려고지원한도를 2000만원

으로올렸다.

10조원규모의 2차대출프로그램은지

난 4일현재 6379억원(4일 기준)만집행

된상태다.

시중은행이취급하는 2차대출은그동

안소상공인 1명당 1000만원씩가능했다.

만기는5년,중신용자기준연3∼4%대금

리가적용된다.

한도가늘어남에따라1단계 2단계금융

지원프로그램을받은소상공인(50만명)

도다시지원받을수있다.

정부는코로나19사태로타격을받은소

상공인들에게낮은금리로유동자금을빌

려주려고올해2월부터1단계금융지원프

로그램을가동했다. /연합뉴스

농협전남지역본부와석곡농협은지난9일곡성군석곡면 백세미방앗간에서전남10대

고품질브랜드쌀 곡성백세미의4년연속완판기념식을열었다.곡성백세미는올해생산

량1000여t을완판했다. <농협전남본부제공>

곡성백세미의4년연속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