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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정책집행…경제활성화힘쓰겠다

김공진광주지방조달청장

효율적인조달정책집행을통해지역경제활

성화마중물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

다.

1일취임한김공진(55사진)제34대광주지

방조달청장은이날광주시북구오룡동청사에

서취임식을열고이같이포부를밝혔다.

김청장은 코로나장기화로인해지역경제가

어려운엄중한상황에서중책을맡게돼책임감

이든다며 혁신조달사업의성공적추진과효

율적인 조달정책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말했다.

고흥 출신인김청장은

충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학위를받았다. 조달

청우수제품구매과장, 서

울청장비구매과장,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01년과

2012년에 조달청장 표창을, 2013년에는 대통

령표창을받았다. /백희준기자bhj@

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은 1일판매수익일부를지자체에기부하는지역사랑통장인 신안1004통장 2000권을

한정판으로내놓으며박우량신안군수와 1호가입 행사를진행했다.왼쪽부터최영광주은행부행장,박우량군

수,김미경광주은행북항지점장. <광주은행제공>

지난해상속 증여재산1조4400억…전년비45.28%↑

양도세부담에건물증여액87.10%늘어난3884억원

광주전남지역에서자산상속과증여가크게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으로 통하는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지난해 신고액 기준 1조

4400억원을넘어섰다. 그중에서도건물증여가 2

배가까이불어나면서가장많이늘었다. 부동산규

제로양도세부담이커지자집을팔지않고자녀에

게증여해세금을줄이는사례가늘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자료를분석한결과지난해광주전남지역증여세

신고는 9038건으로, 전년(7713건) 대비 17.18%

(1325건)증가했다. 신고된증여재산가액은전년

6852억3700만원에서 43.22%(2961억7700만원)

늘어난 9814억1400만원으로 파악됐다. 1건당 평

균 1억859만원을증여한셈이다.

지역별로보면광주는 3452건에서 4238건으로

22.77%(786건) 증가했고, 재산가액은 3845억

500만원에서 5479억9800만원으로 42.52%

(1634억9300만원)늘었다. 전남은 4261건에서

4800건으로 12.65%(539건) 증가했으며, 재산가

액은 3007억3200만원에서 4334억1600만원으로

44.12%(1326억8400만원)증가했다.

지난해상속세신고는광주전남이279명,상속재

산가액은4603억3100만원이었다.전년보다신고인

원은 30.37%(65명), 재산가액은 49.87%(1531억

7600만원)이증가했다.세부적으로보면광주가전

년115명 1748억6300만원에서 152명 2484억1400

만원으로각각32.17%(37명) 42.06%(735억5100

만원) 늘었고, 전남은 99명 1322억9200만원에서

127명 2119억1700만원으로 28.28%(28명),

60.19%(796억2500만원)증가했다.

지난해광주전남에서상속과증여방식으로이

전된부(富)를합산하면그규모는무려 1조4417

억4500만원에달한다. 1년전 9923억9200만원에

비해 4493억5300만원(45.28%)이나늘어난것으

로,역대최대급규모다.

자산의증여중에서도건물증여가폭증했다.지

난해 광주전남 건물 증여는 총 3240건, 3884억

8300만원이었다.증여건수는전년(2430건)에비

해33.33%(810건)이증가한데다,재산가액은전

년(2076억3500만원) 대비 87.10%(1808억4800

만원)가폭증한것이다.

같은기간광주는 1140건에서 1581건(13.16%

150건↑),1166억1800만원에서2183억6800만원

(87.25% 1017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전남

은 1290건에서 1659건(28.60% 369건↑), 910억

1700만원에서 1701억1500만원(86.90% 790억

9800만원↑)으로급증했다.

이는 기본세율 6~4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 가중세금등최고 75%나되는양도세에비

해 증여세율은 10~50%에다 6억원까지 재산공제

를받는다는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양도

세에비해증여가유리하기때문에집을가지고있

거나 매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세금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

그다음증가율이높았던것은유가증권이다. 유

가증권증여는광주가 318건 615억5700만원에서

436건 953억2400만원으로각각 37.10%(118건)

와 54.85%(337억6700만원) 증가했고, 전남은

188건219억7200만원에서327건487억8400만원

으로73.93%(139건) 122.03%(268억1200만원)

늘었다.광주전남모두더하면증여건수는 506건

에서763건(50.80% 257건↑),재산가액은835억

2900만원에서 1441억0800만원(72.52% 605억

7900만원↑)으로늘었다.

금융자산은 광주가 742건 646억6700만원으로

각각 13.11%(86건), 14.35%(81억1300만원)증

가했다.전남은378건 393억0600만원으로건수는

-1.05%(-4건)로 줄어든 것과 달리, 재산가액은

오히려 56.67%(142억1700만원)나늘었다.

반면토지증여증가폭은미미했다. 작년토지증

여는광주가 1484건 1353억6000만원으로 0.61%

(9건) 1.30%(17억3500만원) 증가했다. 전남은

2668건 1555억5800만원으로 건수는 -2.70%(-

74건) 줄었고, 금액은 3.34%(50억2400만원)로

소폭올랐다.

한편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것

으로파악됐다.자동차는정부의개별소비세인하

정책 시행에 따라 광주전남의 판매대수가 5만

3770대에서5만6386대로4.87%늘었지만,세수는

423억7900만원에서353억6800만원(-16.54%)으

로 감소했다.

이밖에경마장은이용객이 44만명에서6만4000

명(-85.45%)으로 급감했고, 납부할 세금도 8억

8100만원에서 1억2900만원(-85.35%)으로 줄었

다. 유흥업소 역시 같은 기간 36억9700만원에서

21억1200만원(-42.87%)으로 감소했다.

다른업종과달리코로나19사태로호황을누린

골프업계는개소세가증가했다.광주전남소재골

프장의이용객은전년70만3000명에서지난해 79

만1000명으로 12.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른개소세도작년 78억8900만원으로전년

(73억2200만원) 대비 7.74%증가한것으로파악

됐다.이는회원제골프장이기준으로,대중제골프

장은개소세가부과되지않는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광주 전남 부의대물림 급증했다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3282.06 (-14.62)

코스닥 1035.64 (+5.68)

금리(국고채3년) 1.469 (+0.021)

환율(USD) 1133.10 (+7.00)

한전나주본사에 전력데이터공유센터 마련

센터홈피서신청가능

한국전력과산업통상자원부는나주본사등3개

지역에 전력데이터공유센터를확대구축했다고

1일밝혔다.

전력데이터공유센터는이용자가물리적보안

이확보된공간에서전력데이터를분석하고, 서비

스모델을개발검증할수있도록분석환경과데이

터를제공하는장소를말한다.

한전은지난 2019년 4월부터서울시서초구한

전아트센터에센터를운영해왔다. 이센터는연인

원1200명이이용해왔으며,주로학계와창업기업

이 활용해 왔다. 이번에는 나주 본사 2층을 포함

해, 한전대전세종충남본부와한전대구본부등 3

곳에센터가마련됐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는 홈페이지(bigdata.

kepco.co.kr)를통해이용신청할수있다.

한전관계자는 전력빅데이터의적극적인개방

과공유를통해산학연에서보다편리하게데이터

를분석할수있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이판식신임광주지방국세청장임명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이판식(56 사진) 현

부산지방국세청징세송무국장이임명됐다.

국세청은1일국세청차장과서울청중부청부산

청광주청장등고위직인사를단행했다.

장흥출신인이신임광주청장은장흥고와세무

대(4기)를 졸업한 뒤 1986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지냈다.

부산청징세송무국장재직당시체납처분회피혐

의자에대한추적조사를강화하고, 현금징수위주

의체납정리를통해체납징수실적제고에큰성과

를거뒀다.

또 과세처분유지를위한소송사건관리를더욱

강화해 불복청구에 대한 인

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는평가를받고있다.

국세청서열2위인신임차

장에는 임광현 서울청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서울청장

에는임성빈부산청장, 중부

청장에는 김재철 서울청 조

사3국장, 부산청장에는 김창기 중부청장, 대전청

장에는강민수국세청법인납세국장이각각임명됐

다.

한편송기봉현광주지방국세청장은2일오전퇴

임식을갖고명예퇴직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신안1004통장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