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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기름값이 3년여만에최

고치를 갈아치우면서 휘발유값 1600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가계경제에먹구름이드리운상

황에서기름값마저올라서민들의시름이

깊어지고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주 국내 주유

소에서판매되는보통휘발유가격은전주

보다 당 129원이나 오른 15772원으로

조사됐다

4월 셋째주 이후 4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린 것으로 지난 2월 둘째주 기록했던

연중 최고치(15656원)를 훌쩍 넘어선 것

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 2

월 둘째주까지 무려 29주 연속 오르며 사

상 최장상승 기록을 세웠으나 이후 4월

셋째주까지 하강 곡선을 그리다 또다시

급격히반등하는추세다

특히 이날 현재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당 156589원으로 지난 2015년

7월 8일 156650원을 기록한 이후 2년 10

개월 만에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최근 3년간 최저점이었던 2016년 3월 7일

132037원과비교하면 186%나오른셈이

다

전남지역의경우휘발유평균가격이현

재 157452원을기록하면서지난 2015년 1

월 5일 157915원 이후 3년 4개월만에 최

대치를 나타냈으며 3년간 최저점을 찍은

2016년 3월 7일(133930원)보다 176% 상

승한것으로파악됐다

휘발유 가격 상승과 더불어 자동차용

경유도 최근 몇주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

어가고 있다 이달 셋째주 판매가가 전주

보다 141원 오른 13773원을 기록하며연

중최고치를찍은상태다

광주와전남지역자동차용경유의평균

판매가는 각각 136650원과 137345원으

로 지난 2015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기록했다

이처럼 기름값이 3년여만에 최고 수준

을 갈아치우면서 당장 영세 서민들의 발

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가격변동에 민감

할 수밖에 없는 영세한 차량 행상이나 운

수업자 등은 치솟는 기름값을 주시하며

불안을감추지못하는기색이다

개인 운수업자 백모(57)씨는 지금 당

장은 버틸 수 있지만 매일 최고치를 갱신

하는기름값을볼때마다불안하다며 경

유가격이 1400원대를넘어서면우리같은

영세한업자들은타격이클수밖에없다

고말했다

문제는국내기름값의오름세가이어질

것이라는점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중동

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원유제품의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이에따라국내제품가격도오름세가지

속될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오피넷에서 파악한 광

주지역 최저가 주유소는 서구 ㈜대원주

유소(휘발유 1502원경유 1312원)로확인

됐다 이밖에 ▲동구 ㈜반디석유 산수점

(휘발유 1525원경유 1335원) ▲남구 서

양새마을금고주유소(휘발유 1533원경

유 1333원) ▲북구 ㈜에코주유소(휘발유

1567원)챔피언주유소(경유 1369원) ▲

광산구 신창우리주유소(휘발유 1519원)

㈜평동제일주유소(경유 1309원) 등이었

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8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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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2437662322

2 48202363

3 1226365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7

59

2319

108300

174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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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휘발유값 156589원1주일새 13원

중동리스크미국원유재고감소에 3년래최고

전남당 157452원당분간상승세이어질듯

롯데백화점광주점은지난 19일가정의

달을맞아아동복지시설인성빈여사를방

문해 60여명의아이들에게짜장면을나누

는봉사활동을진행했다

이날 광주점 지하 1층에 입점한 이만구

교동짬뽕의곽준화조리장은현장에서직

접 수타 짜장면을 만들었으며 샤롯데봉

사단 10여명은배식을도왔다

추승연 봉사담당자 추승연은 직원들

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모여 진행된 봉

사인만큼뜻깊은시간이었다며 짜장면

을 맛있게 먹어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으로남길바란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百광주점 아동 복지시설 짜장 나눔

올해 1분기은행권의대출과예금 금리

간 차이가 3년 6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졌

다 대출금리는금리상승기조가엿보이

기 시작한 2016년 말부터 올랐으나 예금

금리는한발늦게인상됐기때문이다

20일한국은행에따르면잔액기준은행

권의 예대금리 차이는 1분기 235%포인

트(p)로 2014년 3분기 244%p 이후 3년 6

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예대금리 차

이는 2016년 3분기 214%p까지내렸다가

이후 그해 4분기부터 반등해 6분기 연속

상승세를이어갔다 대출금리가 2016년 4

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반면 예금 금리

는 지난해 3분기부터 상승해 예대금리 차

이가커졌다

단기저점대비로대출금리는 025%p

예금금리는 013%p올랐다

한국은행이금리인상신호를보이기만

해도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만 예금

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인 관행이 작용했

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큰 주택담보

대출의금리는잔액기준으로단기저점인

2016년 4분기 293%에서 올 1분기 313%

로 020%p올랐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4분기부

터오르기시작해저점대비로 016%p 상

승했다

최근 비중이 늘어난 중소기업 대출은

금리가 2016년 3분기 355%로 바닥을 다

졌다가 그 이후부터 반등했다 특히 지난

해 3분기 359%에서올 1분기 378%로단

기간에 019%p올랐다예금금리의상황

은이와달랐다

대표적인 예금상품인 정기예금의 금리

는대출금리보다 1년늦은지난해 3분기

부터상승국면으로접어들었다

정기적금은 계속 하락하다가 올 1분기

201%로전분기와같은수준을유지했다

시중은행별로 온도 차가 있지만 최근

들어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하

나은행은지난해 1분기 140%p에서꾸준

히 올라 올해 1분기에는 152%p를 기록

했다 우리은행은 상승 폭은 크지 않지만

같은 기간 174%p에서 179%p로 상승세

를이어갔다

예대금리차이가확대하면은행의이자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 따

르면은행의 1분기이자이익은 9조7000억

원으로 1년사이 9000억원이증가했다 미

국이 기준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섰고 우

리나라도정책금리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돼 금

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

된다

연합뉴스

1분기 예대금리차 235%p3년6개월만에 최대

미국과금리역전현상해소위해당분간기준금리상승전망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

센터는 최근 서구 두드림평생학습관 교

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구직자

를 위한특화된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

인 2018 신신당부 프로젝트사진 운

영에들어갔다

신신당부 프로젝트는 신나는 신중

년 당신의 부라보라이프의 줄임말로

중장년의 인생 후반부가 기대되는 미

래가되기를바라는뜻에서만들어진서

비스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인생후반부를지원하는다양한프

로그램으로구성된다

구직자 생애경력설계서비스(19일)

심층상담(21일)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구직자과정(2325일) 재취업교육(25

일) 등을원스톱으로제공한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

정지원 및 교육사업 신중년의 인생3모

작지원활동을펼치는공공기관이다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관계자는

중장년들이 경력개발방법을 모색 신

나는 인생후반부를준비하는데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 한 차례관련 프로그

랭므로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장년 구직자특화맞춤취업지원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구직자경력설계상담등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의 탄핵을 묻

는투표가부결됐다

노조는 투표 결과를 계기로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본계약(7월 2일) 체결 전 진

행해야할국내공장설비투자및독립경

영 확보 방안 고용보장 안전장치 마련

등금호타이어경쟁력확보방안을마련

하는데힘을쏟아야한다는지적이많다

2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

어노조는지난 17일부터이틀간진행한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찬반 투표 결과

전체조합원 2954명 중 919%인 2715명

이 투표에 참여 절반이 넘는 502%

(1362명)이 탄핵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탄핵찬성에표를던진노조원은 488%

(1326명)으로나타났다

노조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

성지회장은이날공동으로입장문을내

국내설비투자 노동이사제 우리사주

분배문제등미래위원회에서논의할사

항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

을지켜나갈수있도록할것이라고밝

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노조내부에서는지

난 3월 30일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유

치와경영정상화방안에대한노사채

권단 등의 합의가 이뤄진 뒤 현 노조 집

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임시

총회를통해탄핵투표를진행키로했었

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금호타이어노조집행부탄핵부결

기아차가다음달 15일까지 더뉴K5

하이브리드 시승이벤트에 참여할 고객

을 모집한다 기아차는 10명씩 30명의

참여자를 모집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승이벤트

를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7박 8일간 더

뉴K5 시승기회를갖게된다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에

서희망하는시승시기를선택해응모하

면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K5 하이브리드 시승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