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롯데백화점광주점직원이4층패션매장에서가죽모직털등다양한소

재로만든장갑을선보이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3분기1조4859억…지난해보다 73.6%급증

주택담보대출8036억…전년비2100억늘어

올해3분기광주전남가계대출증가율이서울에

이어최고수준을나타냈다.

6일한국은행에따르면올해3분기(7~9월)광주

전남 가계대출액은 1조4859억원으로, 1년 전 보

다73.6%(6298억원)급증했다.

3분기대출액은지난2016년 3분기(1조5301억

원)이후 4년만에가장많은액수다.

올해들어지역가계대출액은 1분기 2601억원,

2분기1조1068억원, 3분기1조4859억원으로크게

늘고있다.광주전남예금취급기관의가계대출증

가율은지난해부터최고수준을이어오고있다.

올 3분기전국 17개시도가운데지역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비)은전남 8.1%, 광주 8.0%로

집계됐다.두지역은서울(10.9%)에이어전국에

서나란히 2~3번째로높은증가율을나타냈다.

특히 광주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7.8%)와 4분기(7.4%)전국에서가장높았다.

지역민들의가계대출잔액은올해들어처음 50

조원을넘겼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올 1분기 50조

1211억원(광주 25조9271억원전남 24조1940억

원),2분기51조2279억원(광주26조4808억원전남

24조7471억원), 3분기 52조7138억원(광주 27조

3022억원전남 25조4116억원)등으로나타났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 가운데 절반

(50.3%)을 차지하는 26조5260억원(광주 17조

767억원전남 10조2255억원)이었다.

올해들어주택담보대출액은1분기621억원, 2분

기5922억원, 3분기8036억원등크게늘고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액은 1년 전보다 35.4%

(2099억원)증가했다.

올 3분기 광주시민들은 예금은행에서 7290억

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924억원 등 8214억

원을대출받았다.전남지역은예금은행 3643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001억원 등 총 6645억원을

대출했다. 3분기동안광주전남상호저축은행가

계대출은381억원으로,지난2012년4분기(549억

원)이후 8년만에가장큰규모였다.

반면 지역민들의 저축성 예금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따라가지못했다.

올 3분기지역저축성예금잔액은광주는전분

기보다94억원증가하는데그쳤고,전남은오히려

2577억원감소했다.

특히같은기간동안전남지역저축성예금은 1

년 전보다 9.1% 줄었는데, 이 감소율은 강원(-

15.5%)에이어전국에서두번째로높았다. 광주

증가율은 4.8%로,전국평균(7.9%)에크게못미

쳤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예금취급기관가계대출잔액 (단위:억원)

1분기

광주 25조9271

전남 24조1940

2분기

26조4808

24조7471

3분기
27조3022

25조4116

롯데아울렛광주수완점(점장이충열)이호

남충청지역유통업체가운데처음으로 지역

사회공헌인정제 인정기업으로선정됐다.

롯데쇼핑은롯데아울렛광주수완점이지역

사회공헌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

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기업으로선정됐다고

6일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

국사회복지협의회가공동주관한다.지역사회

문제해결과활성화를위해노력한기업과기관

을발굴해그공로를인정해주는제도이다.

광주수완점은지난 2017년부터시각장애인

을위한점자시보제작,지역농가봉사활동,환

경정화캠페인등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펼

치고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롯데아울렛광주수완점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

광주신용보증재단이지역소상공인을위해

3만3000개 교육 콘텐츠를 7일부터 1년 동안

무료공개한다.

광주신보는이날부터코로나19로어려움을

겪고있는소상공인의경쟁력제고를위해 온

라인소상공인교육을시행한다고밝혔다.

온라인소상공인교육은컴퓨터(PC)와모

바일기기를통해시간장소의제약없이이용

할수있다. 마케팅, 자기계발, 외국어등 3만

3000개콘텐츠를무제한학습할수있다.

광주지역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광주신보홈페이지(gjsinbo.or.kr)에서

확인하면된다. /백희준기자bhj@

온라인소상공인무료교육

광주신보오늘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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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버틴다…광주 전남가계대출증가율전국2위

사이버견본주택개관 15일 1순위

현대건설은광주시광산구첨단중앙로 182번길

8일원에들어서는 힐스테이트첨단의사이버견

본주택<사진>을개관하고본격분양에나섰다고6

일밝혔다.

해당단지는지하 6층~지상 39층, 3개동규모로,

▲84㎡A 35세대▲84㎡B 140세대▲110㎡A 70

세대▲110㎡B 35세대▲134㎡ 35세대등중대

형평형대총 315세대로구성된다.

오는 14일특별공급을시작으로15일 1순위, 16

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

일, 정당계약은 2021년1월 7일부터 13일까지다.

자격요건은현재광주전남거주만19세이상으

로, 광주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접수

가가능하다.

단지는첨단지구내에서도뛰어난입지여건을갖

췄다. 2024년 개통 예정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2

단계구간중첨단역(예정)이도보권내에위치될

예정인데다, 인근광산IC, 산월JC등호남고속도

로와제2순환도로등주변지역이동도수월하다.

또단지북쪽에위치한쌍암공원과동쪽에첨단

근린공원,서쪽에응암공원이있으며,영산강이가

까워자연환경을누릴수있다.일부세대에서는쌍

암공원과영산강조망도가능하다.

이밖에 첨단초, 정암초, 비아중, 숭덕고를 도보

로 통학할 수 있으며 미산초, 월계중, 광주과학고

등이가깝다.광주과학기술원,조선대첨단산학캠

퍼스,광주외국인학교, 국립광주과학관등도인근

에있다.

특히남측향위주배치로채광통풍이용이하며,

판상형과탑상형등다양한구조를선보이며입주

민들의선택의폭을넓혔고,주택형별워크인현관

창고와드레스룸,알파룸,서재등넉넉한수납공간

도갖춘다.피트니스센터,실내골프연습장등 커뮤

니티시설도들어선다.이밖에힐스테이트 IoT서

비스 하이오티(Hi-oT) 기술을 적용, 스마트폰으

로조명,가스,난방등빌트인기기와 IoT가전을

제어할수있고, 스마트폰키시스템으로공동현관

자동문 무선인증 출입도 가능하다. 분양 문의

1899-1686. /박기웅기자pboxer@

현대 힐스테이트첨단 본격분양

한전 공정채용 장관표창

한국전력(대표이사사장김종갑)이공정채

용문화확산에기여한공로로기획재정부장

관표창을받았다.

한전은지난4일서울시역삼동드리움공유

오피스에서 열린 2020년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부총리겸기획

재정부장관표창을수상했다고6일밝혔다.

공정한채용문화확산을위해열린이대회는

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이주관했다.

블라인드등공정채용절차를도입해편견해

소와능력중심채용문화확산에기여한성과가

있는기관기업등을선정해시상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직유관단체,

민간기업등이참가대상이다.한전은1차서류

심사와 2차 발표심사(프레젠테이션)를 거쳐

최종선정됐다. /백희준기자bhj@

로또복권 (제94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5 20 22 24 41 1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2,846,071,079 8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74,407,088 51

3 5개숫자일치 1,629,353 2,329

4 4개숫자일치 50 000 123,292

5 3개숫자일치 5,000 2,087,480

온기를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