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코로나19장기화로매출과신

용이하락한소상공인을대상으로총1조원규모의

특례보증을한다고4일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신용점수839점이하)소상공인이다.

이들소상공인은지역신용보증재단의보증심사

를통해 5년간 1인당최대 2000만원을빌릴수있

다.이전에대출금연체이력이있어도보증심사일

기준 연체가 해소됐으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대상자는신용등급과관계없이연 2.3% 수준의

금리를적용받을수있다.보증수수료0.8%는1년

차에는면제하고, 2∼5년차에는0.2%포인트감면

해0.6%를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13개시중은행지점을

통해신청할수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증권시장대체공휴일휴장

16일 10월 4일 11일

한국거래소(KRX)는 대체공휴일인 오는 16일

과 10월4일, 10월11일증권시장등이휴장한다고

4일밝혔다.

주식채권시장을비롯해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

시장, KRX스타트업마켓(KSM)등이모두휴장

한다.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석유금배출권)시

장,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청산업무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쉰다.

올해는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기업모집

광주 전남중기청31일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오는31일까

지 3차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참여할

기업을모집한다고4일밝혔다.

이번사업은수출대상국이요구하는해외인증

에소요되는인증비와시험비,컨설팅비등비용

일부를지원하는사업이다. 전년도매출액30억

원이하기업은 70%, 30억원초과기업은 50%

를지원받을수있다.

신청대상은전년도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

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CCC등약454개의해외인증에대해기업

당최대 4건, 연간 1억원한도내에서지원한다.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인증을신청하는경

우최대15건까지신청가능하다.

한편코로나19 장기화에따라체외진단, 의료

기기등K방역및바이오분야중소기업은별도

예산을 배정해 지원한다. 2019년 대비 2020년

직수출액10%이상감소한기업에는매출규모와

관계없이 70% 지원비율을 적용해 지원할 방침

이다.

앞서광주전남중기청은올해1~2차사업을통

해31개기업에총9억7500만원의인증획득비용

을지원한바있다.

사업참여를기업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

페이지를통해온라인으로신청접수할수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농협전남지역본부는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농협해남군지부

와4일집중호우피해를입은해남군북일면농가를찾아주거환경개

선봉사활동을했다.전남농협은진도해남22농가에도배장판교체지원등을하고있다.

<전남농협제공>

전남교육계지역상생카드내놨다

전남교육계도소비역외유출을막기위한 상

생카드를자체적으로내놓았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전남도교육청과

최근 협약을 맺고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 <사

진>를출시했다고4일밝혔다.

출시기념행사에는장석웅전남도교육감과이

몽호광주은행부행장등이참석했다.

기존지역화폐와발행취지가같은이카드는

전국시도교육청최초로개발됐다.

전남교육지역상생카드는지역화폐처럼전남

이외지역에서는쓸수없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판로 확보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는

사용이제한된다. 유흥주점등일부업종에서도

쓸수없게했다.

교육청과산하기관,학교등은이달부터 전남

교육지역상생카드를주법인카드로우선사용

하게된다.

이들기관은전체예산가운데일정비율이상

을이카드로의무집행하기로했다.

이몽호광주은행부행장은 전남교육청등우

리지역 기관과 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루고,지역소상공인및지역민과동행할수있

는상품개발과금융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

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전남

광주대표은행의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

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수해복구현장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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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3280.38 (+43.24)

코스닥 1047.93 (+11.82)

금리(국고채3년) 1.418 (-0.024)

환율(USD) 1143.60 (-4.7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에

광주에서는 간이주점이, 전남에서는 호프전문점

등록업체감소율이가장컸던것으로나타났다.

반면코로나19로건강과골프에대한관심이높

아지면서광주에서는건강보조식품가게와실내스

크린골프점등창업이많았고,전남은해외여행길

이막힌탓에국내여행수요가늘면서펜션게스트

하우스창업이가장많았다.

4일국세청의 100대생활업종 월별통계에따

르면올해 5월말기준광주지역간이주점등록업

체는155곳으로1년전188곳보다17.55%(33곳)

나감소해가장큰감소율을보였다.호프전문점역

시 등록업체가 2142곳에서 1903곳으로 11.16%

(239곳)이줄어든것으로파악됐다.

전남에서는호프전문점이같은기간2204곳에서

2037곳으로 7.58%(167곳)이 감소하는 등 가장

많은감소율을보였다.

간이주점과호프전문점의감소는코로나19사태

에따른방역조치로 5인이상사적모임이금지되

는것은물론, 밤 10시이후영업을중단할수밖에

없는게중요원인으로분석된다.간이주점과호프

전문점의 경우 저녁식사 자리 후 이른바 2차 장

소로꼽히는탓에타격이클수밖에없었다는것이

다.

역시영업타격이큰노래방도광주가1039곳에

서 984곳으로 5.29%(55곳), 전남은 725곳에서

698곳으로3.72%(27곳)감소했다.예식장도광주

는 25곳에서 23곳으로 8%(2곳) 줄었고, 전남은

43곳에서40곳으로6.98%(3곳)감소했다.

이밖에 광주는 여행업계의 침체 속에 여행사가

411곳에서384곳으로6.56%(27곳)줄었고,주요

상권의 유동인구가 줄면서 옷가게도 3163곳에서

3006곳으로 4.96% 감소했다. 전남에서는구내식

당이 634곳에서 598곳으로 5.67%(36곳) 감소한

것으로조사됐다.

반면코로나19 사태로건강보조식품과펜션, 통

신판매, 스크린골프등은오히려호황을이어가고

있다.

광주지역건강보조식품가게는1년전404곳에서

올해 734곳으로 81.68%(330곳)나 급증해 가장

많이증가한업종으로파악됐다. 이밖에온라인쇼

핑의증가로통신판매업은 6573곳에서 8463곳으

로 28.75%(1890곳) 증가했고, 코로나로 촉발된

골프의 인기에 실내스크린골프점은 112곳에서

140곳으로25%(28곳)늘었다.

전남에서는 펜션게스트하우스가 824곳에서

1295곳으로 1년 새 57.16%(471곳)나 급증했다.

국내여행수요가증가한것이주요원인으로분석

된다.전남역시통신판매업은5093곳에서6714곳

으로31.83%(1621곳)껑충뛰었다.

정부의방역조치로학생들의등교가미뤄지는등

여파에교육수요가늘면서교습소공부방은물론,

일자리 감소와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기술직업훈

련학원등의등록업체도증가세를보였다.

우선교습소공부방은광주가 782곳에서 908곳

으로16.11%(126곳),전남은692곳에서914곳으

로무려32.08%(222곳)나늘었다.기술및직업훈

련학원은 광주가 8.29%(519곳→562곳), 전남이

16.82%(446곳→521곳)증가했다.

한편카페와편의점등주요창업종목은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커피전문점은 광주가 17.74%

(1809곳→2130곳), 전남이 21.75%(2377곳→

2894곳)늘었고,편의점도광주8.81%(1056곳→

1149곳),전남13.24%(1201곳→1360곳)증가한

것으로확인됐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간이주점 호프전문점줄고

스크린골프장 펜션늘었다

코로나장기화 5월광주 전남등록업체보니

중기부 소상공인대상1조원규모특례보증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전년비두자릿수감소

노래방 예식장 여행사도줄어

건강보조식품81.68%급증

펜션 게스트하우스 57.16%

공부방 직업훈련학원등늘어

카페 편의점은여전한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