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용5%늘리면

최대100만원소득공제

올해신용카드사용액을지난해보다 5%이

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있다.

기획재정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조세특례

제한법개정안을 5일발표했다.

현행신용카드소득공제는총급여의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30%,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에는40%공제율을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

50%로올라갈수있다.추가로주는공제한도

는 100만원으로제한한다.

현행신용카드소득공제는7000만원이하인

사람에게는300만원까지,7000만원~1억2000

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한도를추가로추면공제한도가기

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또상가임대료를인하한 착한임대인에대

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

액의 50%에서70%로확대한다. 또코로나19

특수상황을감안해지난해고용이감소했더라

도고용을유지한것으로간주해2019년고용

증가에따른세액공제혜택을지속적용한다.

오는2022년말까지거주자가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주택건설을위한토지를양도

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한양도소득세는

10%감면한다. /백희준기자b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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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녹색프리미엄제시행…재생에너지판다

1만7827GWh입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RE100 이

행방안의하나인녹색프리미엄제도를 5일부터시

행한다고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풍력,태양광등재생에너지를통해발

전된전력으로조달하겠다는글로벌캠페인이다.

새로시행하는녹색프리미엄제는전기소비자가

입찰을통해전기요금과는별개로한전에납부하는

자발적금원으로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력을구매

하는방식이다.

녹색프리미엄 납부액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발급받아RE100인증에활용할수

있다.

녹색프리미엄참여대상은이날현재한전과전기

사용계약을유지하고있는일반용또는산업용전

력소비자다. 올해녹색프리미엄판매물량은총 1

만7827GWh이며, 입찰 하한가는 1㎾h당 10원이

다.

참여를원하는소비자는참여희망물량과가격

을한전홈페이지(kepco.co.kr) 또는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등에게재된방법에따라이

날부터다음달 5일오후 6시까지신청하면된다.

한전은다음달 8일오후 6시낙찰물량과가격을

개별공지하고홈페이지에는낙찰총물량과최고가

격을게시할예정이다.

계약은 다음 달 22일까지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유지된다. 녹색프리미엄은매

월납부하고, 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는분기별로

발행한다.

한전은관련법령등에따라녹색프리미엄납부

액을한국에너지공단에서추진하는재생에너지투

자사업재원으로활용할계획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990.57 (+46.12)

코스닥 985.76 (+8.14)

금리(국고채3년) 0.936 (-0.018)

환율(USD) 1087.60 (+5.50)

광주은행송종욱(오른쪽) 은행장은 4일 2020년비상대비분야대통

령기관표창전수식에참석해이용섭광주시장으로부터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받았다. <광주은행제공>

광주지역아파트매매가격 (단위:천원/㎡당)

2018년 2019년

광산구
3 361

3 635

남 구
3 365

3 611

동 구
2 237

2 327

서 구
3 240

3 349

북 구
2 558

2 631

투기세력먹잇감 광주아파트값 과열양상
지난해평균매매가 2억9549만원…1년만에 1600만원올라

3.3㎡당50만원이상늘어…광산구 8.15% 남구7.31%급등

광주지역아파트의평균매매가격이최근1년사

이 16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3.3㎡) 가격도 50만원이상증가했으며,평당가

격상승폭이가장컸던광산구는무려 90만원이나

오른것으로파악됐다.

5일KB국민은행부동산리브온(LiivON)등에

따르면지난 12월(14일기준) 광주지역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2억9549만원이었다.

이는전년같은기간 2억7924만원에비해 1625

만원(5.82%) 오른것으로, 5년전인 2016년(2억

2311만원)과 비교해보면 7238만원(32.44%)이

올랐다.

지난달 광주 소재 아파트의 ㎡당(전용면적 기

준)가격도전달313만5000원보다한달새2.11%

나 증가한 320만1000원이었다. 1년 전(303만

9000원)보다는 5.06%(6만2000원)가 오른 것으

로,평당가격으로계산하면 53만4600원이증가한

셈이다.

㎡당매매가격이가장많이오른곳은광산구였

다. 광산구는전년㎡당매매가가 336만1000원에

서363만5000원으로 8.15%급증했다. 지난한해

광산구소재아파트는평당평균 90만4200원이나

올랐다는얘기다.

남구역시전년336만5000원에서361만1000원

으로 7.31% 증가했다. 이어 동구 4.02%(223만

7000원→232만7000원), 서구 3.37%(324만원→

334만9000원), 북구 2.86%(255만8000원→263

만1000원) 순이었다.

이는한동안광주집값을끌어올렸다가빠져나

갔던외지투자세력이지난해정부의부동산정책

이시행되는시점에다시광주로눈길을돌려집값

상승을부추긴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지난해상반기까지잠잠했던광주지역부동산시

장은 6월부터남구봉선동과광산구수완동을중심

으로 외지 투자세력이 몰리면서 갑작스레 집값이

상승하는등과열양상을보였다.

이밖에면적별아파트평균매매가격을살펴보면

대형(135㎡ 40평이상)은 6억2284만원, 중대형

(95.86~135㎡ 29~40평)은 4억6196만원이었다.

중형(62.81~95.86㎡ 19~29평)은 2억7786만원,

중소형(40~62.81㎡ 12~19평)은 1억3746만원으

로조사됐다.

한편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기준 2억1322만원을기록해전년같은기간

1억9522만원보다 9.22% 증가했다. ㎡당 가격은

전년 216만6000원에서 235만4000원으로 8.68%

올랐고,평당가격으로환산하면62만원이증가한

셈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대통령표창

한은광주전남본부 설자금 50억늘린 200억

연 0.25%저금리지원

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가올해설특별자금지원규모를 150억원에서200

억원으로증액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업체

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금대출 일부를 저금리(1월

기준연 0.25%)로지원한다고 5일밝혔다.

지원대상은올해1월7일부터2월19일까지광주

전남소재업체를대상으로금융기관이취급한대

출이다.부동산업,유흥업등대출제외업종에속한

업체와변호사업,변리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

업,병원및의원등전문업종은제외한다.

한은광주전남본부는이기간중금융기관이취

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의 일부(최대

50%이내에서비례배분)를저리로금융기관에지

원할방침이다.

지원한도는업체당3억원(금융기관대출취급액

기준 6억원) 이내다.

한은측은코로나19상황을감안해기존설명절

자금에비해지원규모를 50억원증액하고지원기

간도30일로열흘연장했다고설명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신보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획득

광주신용보증재단은지난4일부패방지경영

시스템(ISO 37001)에대한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밝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16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시

스템표준규격이다.

광주신보는부패방지제도점검, 부서별부

패리스크식별,반부패청렴서약식,부패방지

방침제정등을벌였고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