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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778.65 (+6.47)

코스닥 953.58 (+6.34)

금리(국고채3년) 0.959 (-0.004)

환율(USD) 1102.70 (+3.00)

꽁꽁언광주소비…신용카드매출3285억감소
한은 1~9월자료 1년전보다크게줄어…음식 숙박업큰타격

7월 -1255억 8월-1404억 9월-841억석달연속감소추세

개소세인하자동차 883억↑ 집콕 가구 가전매출은 259억↑

코로나19로 지역소비가 얼어붙어 올해 1~9월

광주신용카드매출이 1년전보다 3285억원빠졌

다.

특히 숙박음식점업(-1648억)과 백화점마트

등종합소매점(-773억)타격이컸다.

21일한국은행 지역별소비유형별개인신용카

드이용실적 통계자료에따르면올해 1~9월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은 광주 7조1849억원전남 6조

2719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1년전보다광주는

3285억원(-4.4%) 감소하고, 전남은 166억원

(0.3%)증가한금액이다.

같은기간전국신용카드사용액은 408조2057

억원으로, 전년(397조)보다 11조1478억원

(2.8%)늘어났다.전국17개시도가운데신용카

드사용액이늘어난지역은전남(166억)과서울

(19조6118억) 2곳뿐이었다.

올해 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국에서 광주

1.8%,전남 1.5%비중을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한 광주 신용카드 사용액은 7월

(-1255억)과 8월(-1404억), 9월(-841억)석달

동안연속감소추세다.

코로나19 확진이지역에서 발생한 지난 2월(-

111억)이후 3월(-610억), 4월(-172억)내리막

길을걷더니확산세가걷잡힌 5월(301억)과 6월

(427억)에는소비가증가했다.

전남지역도 1~9월누적사용액은 플러스를나

타냈지만 하반기 들어 7월(-203억), 8월(-20

억), 9월(-91억)등 3개월째감소를지속하고있

다.

광주지역에서가장큰폭으로소비가줄어든업

종은 숙박음식업이었다. 이 기간 동안 숙박은

60억원,음식점은1588억원등총매출1648억원

이 쑥 빠져나갔다. 숙박음식업 신용카드 사용액

은1월(-21억), 2월(-104억), 3월(-269억), 4월

(-157억), 5월(-59억), 6월(-107억), 7월(-379

억), 8월(-259억), 9월(-293억) 등올해들어 9

개월내내매출이줄고있다.

숙박음식업에 이어서는 연료판매(-947억)가

뒤를이었고종합소매(-773억), 의류잡화(-543

억), 교육(-466억), 오락문화(-437억), 여행교

통(-48억), 의료보건(-5억)등이 마이너스 매

출을기록했다.

이들모두코로나19여파로인한사회적거리두

기강화로직격탄을맞은업종들이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하반기 들어서는 3개월째

내리막길을걷고있지만올들어총매출은전년보

다883억원늘었다. 개별소비세인하폭이 70%에

달했던지난상반기(1~6월) 국산자동차신품신

용카드매출은1년전보다1785억원많았다.

이외 1~9월광주에서매출이늘어난업종은가

구가전(259억), 식료품(232억), 전자상거래통

신판매(131억), 공과금개인 및 전문서비스

(130억), 금융보험(17억) 등이었다. 집에 머무

는시간이많아진 집콕족의비대면소비와재택

근무가증가한영향으로보인다.

신용카드매출773억원이줄어든종합소매점의

경우매장유형별로희비가엇갈렸다.

백화점(-617억)과대형마트유통전문점(-471

억)은타격이컸지만,슈퍼마켓(254억)과편의점

(61억)은오히려매출이늘었다.

한은 지역별업종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은 가맹점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하며, 해외사용

분,현금서비스, 법인이용금액은제외한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송종욱(오른쪽) 은행장은21일광주시청(시

장 이용섭가운데)을 찾아 올해 광주전남愛사랑카

드 적립금1억6400만원을전달했다. 광주은행은22일전남도에1억3000만원을전남도에기부할예

정이다. <광주은행제공>

광주전남愛사랑카드 적립금전달

사학연금 압류방지계좌조회서비스실시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활용

연금지급오류방지위해마련

사학연금압류방지계좌를조회할수있는서비

스가21일부터실시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활용

한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

혔다.

이서비스는압류관련연금지급오류방지를사

전에방지하기위해마련됐다.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이라불리는압류방지

계좌(이하 안심통장)는 사학연금 수급자에게 매

월지급하는연금계좌이다.

기존에는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신청 때 압류방

지계좌와 일반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

는경우가많아안심통장을개설한수급자에게연

금입금이정상적으로지급되지않는경우가빈번

했다.

사학연금은앞으로금융결제원의전자금융공동

망을통해압류방지계좌정보가일치하지않는현

상을방지하기로했다.

해당정보는금융기관과자금성격,압류방지계

좌여부등이다.

연금수급자는별도신고서와통장사본을제출

해야하는불편함을덜게됐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안심통장을 만들면 민

사집행법에서정하고있는금액(현재 185만원이

하)에한해수령할수있다.

현재 KB국민은행과하나은행에서개설가능

하며, 사학연금은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

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지역소재 부품 장비강소기업대출기준완화

한은광주전남본부 대출액확대도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가내년초부터지역소

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대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2021년 1월4일(대출취급

일기준)부터소재부품장비산업기업을현행일반

지원부문에서 전략지원부문으로분류해금융기관

대출액의 50%를우선지원한다고21일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이 개

정시행된다.

해당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및창업기업으로지정된

기업이다.

해당업체들은금융기관대출액이최대 20억원

에서 40억원으로자금조달기회가확대된다.

한은광주전남본부관계자는 지역동력산업의

발굴육성을위해지역산업현황및개선과제분석

과함께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광주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1일 남부주택도

시금융2센터를광주시서구치평동으로이전하고

업무를개시했다고이날밝혔다.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는광주와전남,제주지

역을관할하고있다. HUG의도시재생융자상품

에관심이높은지역고객의접근편의성을높이기

위해관할지역으로이전을추진했다는게관계자

의설명이다.

HUG관계자는 이번센터이전을통해보다많

은고객이편리하게도시재생융자상품을이용할

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며 앞으로도시재생활

성화와도시재생뉴딜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

노력하겠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화순능주농협방울토마토공선출하회

농협경제지주연도대상본상수상

농협전남지역본부는농협경제지주가주관하는

2020년생산자조직연도대상본상을화순능주농

협방울토마토공선출하회가수상했다고 21일밝

혔다.

화순능주농협방울토마토공선출하회는 2017

년결성된조직으로매년높은성장을하고있다.

공동생산시범사업을통한체계적인육성,품종

통일을통한고품질생산, 회원농가와농협간신

뢰강화,전국연합사업단(K-토마토)을통한계통

출하등농가소득증대에힘쓰고있다.

생산자조직연도대상은매년시행하고있으며

취급실적, 회원관리, 사업추진,출하회관리등을

평가한다.각지역별로상하반기우수조직상수

상조직중 1개소를최우수조직으로선정한다.본

선수상조직은상금 100만원, 시상탑등을받는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외국인유학생 10명중 1명

호남에산다

외국인상주인구 8만7900명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1명 꼴

(11.5%)은호남에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결과를발

표했다.

광주전남전북지역15세이상외국인상주인구

는 올해 5월 기준 8만7900명으로 1년 전보다

1200명(1.4%)증가했다.

호남권 외국인 인구는 전체(133만1800명)의

6.6%비중을차지하고있다. 15세이상외국인5

명중 3명꼴(63.5%)은수도권에살고있다.

같은기간호남지역귀화허가자상주인구는전

년보다6.8%(300명)늘어난 4700명으로나타났

다.전국15세이상귀화허가자상주인구는0.4%

(-200명) 줄어든 4만8600명이었다.

호남권외국인취업자수는전년보다 100명늘

어난 5만4600명으로집계됐다. 이민자취업자는

300명 증가한 5만7600명, 귀화허가자 취업자는

200명늘어난3000명을나타냈다.올해호남권외

국인고용률은62.9%에서 62.1%로소폭줄었다.

유학생체류자격상주외국인은총 13만7000명

으로,광주전남전북에는11.5%에해당하는1만

5700명이 살고 있다. 3년 전인 지난 2017년

(9400명)에 비해 67.0%(6300명) 급증한 수치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