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5곳 조달청 4분기G-패스 기업선정

83곳중광주는1곳도없어…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등지원

광주지방조달청은 2020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패스)에선정된 83개사가운데

전남5개사가포함됐다고27일밝혔다.

이름을 올린 전남 기업은 주식회사 정희(여수),

㈜세강엔지니어링(화순),주식회사남경에스텍(나

주), ㈜썬테크(순천), ㈜휴먼라이텍(영광) 등 5곳

이다.선정업체들은우수한기술력을바탕으로해

외진출가능성이높은업체들이다. ㈜썬테크와㈜

휴먼라이텍은각각발전기와LED조명이주력상품

으로이번 4분기에G-패스기업으로재지정됐다.

주식회사정희는스테인리스물탱크가주력상품

이며, 세강엔지니어링은수전반배전반계층제어,

남경에스텍은천연목재데크등을생산한다.

4분기에광주기업은이름을올리지못했다. 지

난2013년이후현재까지광주12개사,전남40개

사가G-패스기업에선정됐다.

G-패스기업은조달물품의품질기술력이우수

한조달기업중조달청이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

을위해선정한중소중견기업이다.

매분기마다연 4회지정하고있으며, 이번지정

으로총 832개사가됐다.

지정기업들의주요수출희망국가는미국(21개

사), 중국(11개사), 신남방(32개사), 중동(7개

사), 러시아(5개사), 그밖에지역(7개사)로나타

났다.

조달청은 내년에도 지패스 기업에게 해외전시

회, 온 오프라인 수출 상담회, 해외입찰제안서 작

성,기업맞춤형해외진출지원사업등다양한지원

을할예정이다.

또유관기관간협업으로외교부와유엔조달시장

개척단파견, 보건산업진흥원과케이(K)-방역분

야해외진출지원등국내조달기업의세계조달시장

진출을지원할계획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은행점포거리두기강화

대기인원10명으로제한

전국은행연합회는정부의연말연시방역대

책에맞춰28일부터 은행영업점사회적거리

두기를강화한다고27일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객

장)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입장하지못한고객을위해영업점출입구등

에고객대기선을표시하고고객간거리를 2

m이상유지하도록안내한다.

객장안에서는한칸띄워앉기, 직원과상담

고객간거리2ｍ(최소 1.5ｍ)등의지침을운

영할계획이다.

영업점공간이좁아상담거리를 1.5m까지

늘이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5개

창구 가운데 2 4번을 닫고 1 3번만 남겨두는

식이다. /연합뉴스

내신용도는몇점?

신용등급제→신용점수제전환

내년부터 1~1000점세분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등급에서점수로바뀐다. 1∼10등급으

로나눠적용했던신용평가가 1∼1000점으로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등은내년1월1일

부터전금융업권에서신용등급제를신용점수

제로전면전환한다고27일밝혔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신용등급을산

정하지않고개인신용평가의점수만산정해금

융소비자와금융회사등에제공한다.

금융소비자는CB사가제공하는신용평점과

누적순위,맞춤형신용관리팁등을이용해자

신의신용도를손쉽게관리할수있다.기존신

용등급제가점수제로바뀌면서등급의문턱에

걸려대출심사에서불이익을받는사례줄어들

것으로금융위측은기대했다.

신용카드발급과햇살론등서민금융상품지

원 대상,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등법령상신용등급기준도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변경된다.

카드발급기준의경우기존6등급이상에서

내년에는나이스평가정보신용점수 680점이

상또는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이상

으로바뀐다.

서민금융상품(햇살론등) 지원대상은 6등

급이하에서나이스신용점수744점이하또는

KCB 700점이하로변경된다.

중금리대출때신용공여한도우대기준은

4등급이하에서나이스859점이하또는KCB

820점 이하로 바뀌고,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은7등급이하에서나이스 724점이하또

는KCB 655점이하로변경된다.

금융위는그동안신용점수제전환을단계적

으로추진해왔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송종욱(오른쪽)은행장은최근광주지방검찰청(검

사장여환섭가운데)를찾아선도조건부기소유예청소년과

생계가어려운모범청소년등을위한장학금2000만원을(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이사장박치영)을통

해전달했다. <광주은행제공>

광주프랜차이즈가맹점매출늘었다
2019년점포당연평균3억4200만원…전년비 12.1%증가

가맹점 59곳늘어 6242곳…전남은98곳줄어든 6500곳

지난해광주지역프랜차이즈가맹점연평균매

출은 3억42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700만원

(12.1%) 가량증가했다. 프랜차이즈가맹점은광

주에서 59곳늘었고,전남에서는100곳가까이감

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잠정결과에담겼다.

가맹점 1곳당평균매출액은광주 3억4250만원

전남3억1540만원으로조사됐다.광주는전년보다

3690만원(12.1%)정도증가했고,전남은2680만

원(9.3%) 늘었다.

전국 17개시도가운데광주연매출은 5번째였

고,전남은 10번째를나타냈다.두지역은각각전

년보다 1계단씩올랐다.

전국연평균매출은 3억4420만원으로전년대

비6.0%(1930만원)늘었다.광주전남두지역모

두전국평균매출을밑돌았다.

수도권평균매출액은3억7860만원이었고,비수

도권매출은그보다 6820만원정도낮은 3억1050

만원이었다.

인천이 3억84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억8070만원), 경기(3억7570만원), 제주(3억

5810만원), 광주, 세종(3억2700만원), 충남(3억

2270만원), 강원(3억2190만원), 대전(3억1690

만원),전남,부산(3억1420만원),울산(3억920만

원),충북(3억740만원),전북(3억290만원),경북

(2억9660만원), 대구(2억9490만원), 경남(2억

8760만원) 순으로나타났다.

1년사이에광주가맹점은 59곳늘었고,전남은

98곳감소했다.

지난해광주지역프랜차이즈가맹점은전년보다

59곳(1.0%)증가한6242곳으로집계됐다.전남은

1년전보다98곳(-1.5%)감소한6500개가맹점이

있었다.

전국 가맹점 수는 21만5587곳으로, 전년보다

5488곳(2.6%) 많아졌다.

전체 가맹점의 4분의 1(25.4%)이 경기도(5만

4669곳)에 몰려있었고, 서울(4만699곳), 경남

(1만4821곳), 부산(1만3590곳) 순으로많았다.

17개시도가운데전남가맹점은 12번째로많았

고,광주는14번째를차지했다.

전남은가맹점수는줄었지만종사자수는 1000

명가까이늘었다.

지난해 가맹점 종사자 수는 광주는 4.7%

(1097명)늘어난2만4393명이었고,전남은 4.5%

(972명)증가한2만2540명이었다.

전국가맹점종사자는 84만8027명으로,전년보

다 3만1607명(3.9%)증가했다.

프랜차이즈가맹점의과밀도를나타내는인구 1

만명당가맹점수는전남이 36.7곳으로제일적었

다.광주는41.8곳으로,전국평균(41.7곳)을조금

넘겼다.

제주과밀도가 49.9곳으로가장심했고,광주는

전국에서10번째로인구1만명당가맹점수가많았

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국 약 2만

5000개 프랜차이즈가맹점을표본으로뽑아올해

7월6일부터8월14일까지40일동안면접조사를벌

였다.확정결과는내년 1월말께발표할예정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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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제 94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8 13 36 44 45 3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3 435 045 108 7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4 156 117 74

3 5개숫자일치 1 472 283 2 722

4 4개숫자일치 50 000 135 763

5 3개숫자일치 5,000 2 238 429

광주은행 소외청소년에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