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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은현실…빚과싸우는채무자들
광주 전남가구당평균부채5290만원…3년전보다 24.5%증가

저소득다중채무자비중광주8.1% 전남8%…전국시 도중최고

청년층소득 광주3.5% 전남 4.2%↑…부채12.6% 16.8%급증

당신이라면 456억원의상금을차지하기위

해목숨을걸고게임을하겠는가?

전세계적인열풍을일으키고있는넷플

릭스드라마 오징어게임을두고한번쯤

은던져보는질문이다.

작품속에서수백억원을거머쥐려

고목숨까지거는참가자들은 모

두감당할수없는빚을지고삶의

벼랑끝에있는 자들이다.

세계금융위기와코로나19감염

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심화된 부의

불평등과계급갈등은오징어게임의암흑

세계가 허구임에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게

하고있다.

오징어게임이쓴 잔혹동화의중심에는항

상빚이있다.

극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OECD국가가운데최상위권에있다는자료화면

을내보내기도했다.

4일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자료에따르면광주

전남가계대출잔액은지난해 3월처음 50조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 7월 기준으로는

57조6046억원에달했다.

광주전남 가구당 평균 부채는 5290만원(광주

6035만원전남 4545만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4250만원)에비해 24.5%(1040만원)증가했다.

이는전국평균증가율 16.3%를크게웃돈다.

광주전남에서 빚더미에 짓눌린 취약차주 비중

은광역시중최고다.

지난해 가계부채 가운데 취약차주 부채 비중은

광주 8.1% 전남 8.0%로, 서울을제외한전국시

도가운데가장높다.

전국 평균 6.5%를훌쩍넘을뿐만아니라경기

(6.7%)와 부산(7.0%), 대전(7.1%), 전북

(7.2%) 등과도큰차이를보였다.

특히 전남은 지난 2019년(9.0%)에 이어 전국

최고수준을 2년연속유지했다.

취약차주는금융기관에 3건이상의대출을보유

한 다중채무자이면서연소득2700만원미만저

소득또는신용점수(나이스)가664점이하인저신

용차주를말한다.

광주전남 취약차주의 지난해 연체율은 각각

5.4%, 5.0%로,평균가계부채연채율(광주0.9%

전남0.8%)의 6.5배수준으로높았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경기 불안으로 가계대출의

질마저악화됐다.

광주전남에서연소득5000만원이상인고소득

차주부채의예금은행비율은56.8%로,해마다그

비중이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비은행권

부채비중이증가하고있다.

지난해광주전남저소득차주부채의비은행권

비중은 64.3%로, 전년(60.5%)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예금은행 부채 비중은 39.5%에서

35.7%로줄었다.

광주전남거주민가운데소유주택이 2채초과

한자는지난 2019년기준광주 1만421명전남 1

만3528명 등 2만3949명으로, 3년 전인 2016년

(1만9710명)보다21.5%(4239명)증가했다.

같은기간동안광주전남 30대이하아파트소

유자 수는 10만4251명에서 9만9342명으로, 3년

새 4.7%(-4909명)감소했다.

지역 30대이하청년층의지난해소득이전년보

다광주3.5% 전남4.2%증가할동안부채는광주

12.6% 전남16.8%급증했다.

벼랑끝에몰린이들은일확천금의유혹앞에자

유로울수없다.

광주전남지역로또복권연간판매액을인구수

로나눈1인당평균구매액은2016년6만1700원에

서 2017년 6만6500원, 2018년 7만1900원, 2019

년 7만9500원으로 최근 3년 새 28.8%(1만7800

원) 늘었다.지난한해복권판매액은 5조4152억

원으로사상최고판매액을기록했고, 올상반기에

만이미 3조원가까이팔려최고판매액갱신이예

상된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유튜브 인스타그램두부문선정

광주은행 소셜미디어 홍보왕을 가리는 3회

SNS광은스타 시상식이최근열렸다.

광주은행은동구대인동본점에서직원들을대

상으로펼친제3회 SNS 광은스타 시상식을열

었다고4일밝혔다.

SNS광은스타 공모전은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진행됐다.

올해세번째치러진공모전은유튜브와인스타

그램두부문으로구성됐다.

광주은행캠페인노래 상생으로를부른영상

을만들거나,환경사회가치를높이는ESG활동

목표를 매달 달성해 인증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

됐다.

참가자들은고객의연령대나관심사에맞춘콘

텐츠를만들어소셜미디어에공유했다.

수상작은광주은행계정의인스타그램(kjbank

_official)과 유튜브(광주은행TV), 페이스북

(kjbanksns)광주은행공식페이지등에서만날

수있다.

광주은행은 고객대상UCC 동영상공모전과

대학생홍보대사 SNS서포터즈광은인싸 등을

추진하며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4년연속 1위달성했다.

송종욱은행장은 기존의틀에박힌정보전달식

의마케팅이아니라고객의감성에공감하고트렌

드를반영하기위해이같은공모전을진행하고있

다며 소통하는생활밀착형금융마케팅을펼치고

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해광주전남대표은행의

브랜드이미지와디지털소통역량을강화하겠다

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 소셜미디어홍보강화 SNS광은스타 시상

올해세번째열린 광주은행SNS광은스타시상식에서송종욱(오른쪽7번째)은행장이우수직원들을시상하고있다. <광주은행제공> 9월전년동기67%성장

나주산포면에있는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

류센터가친환경농산물판매 100억원을달성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

합물류센터가 최근 판매 100억원 달성 기념행사

를열었다고4일밝혔다.

이센터는정부의제2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따라친환경농산물생산및유통활성화를위해지

난 2017년개장했다.농협경제지주가지자체로부

터위탁운영을하고있다.

현재전남친환경농가들이생산한친환경농산

물을전남학교급식부문등지역내소비 37%의

2배에 가까운 63%를 경기경북대전 등 타 시도

급식으로공급하고있다.

센터는 74개소에이르는대외판로와 156개에

이르는농가공급처를확보하고있다.

올해로 개장 5년째인 지난 9월 전년 동기

(60억)대비 67%성장한친환경농산물판매 100

억원을처음달성했다.연말까지판매목표는150

억원으로세웠다.

양상대센터장은 전남도에서추진할청년친환

경계약재배확대사업에주도적으로참여해더체

계적인친환경농가조직화및판로확대에나서겠

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판매액 100억원돌파

5년간2060개사 광주 전남산단떠났다

최근 5년동안광주전남지역국가산단을떠난

업체가 2000개가넘은것으로나타났다.

4일국회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양

금희국민의힘국회의원이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017년 1월~20201년 8월) 광주전남국가산업

단지입주계약을해지한업체는광주1247개전남

813개등 2060개로집계됐다.

지난해전남산단해지업체는전년(69개)보다

33.8%(23개)나늘어난 91개였다.올해 8월기준

해지업체도 29개에달했다.

반면광주해지업체는 2019년 131개→2020년

2개→올 8월3개등으로눈에띄게줄었다.

지난 5년동안신규입주한업체는광주 3563개

전남 1007개등 4570개로나타났다.

지난해기준광주신규입주업체는573개로,전

년(230개)보다 149.1%(343개)증가했다.올들

어서는199개업체가광주산단에둥지를텄다.

전남은지난 2019년 64개에서지난해 55개로,

신규 업체가 14.1%(-9개) 감소했다. 올해는 51

개업체가새로입주했다.

지난7월기준산업단지가동률은여수 93.4%,

광주첨단 86.3%, 광양 85.8%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빛그린(62.1%), 영암 대불산단(76.5%)은

전국평균(79.0%)을밑돌았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