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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지역기업위한향토은행역할최선

광주완성차공장 260억출연…3대주주참여

송종욱행장 지역밀착 사회책임다할것

광주은행이 광주형일자리광주완성차합작법인에260억원을출연하기로결정한가운데송종욱(왼쪽다섯번째)광주은행장과이용

섭(〃네번째)광주시장이지난16일광주시청에서합작법인설립등성공적인사업추진을다짐하고있다. <광주은행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지역민과

지역기업을위한현안사업에최우선적으

로나서는등향토은행으로서역할에최선

을다하고있다.

광주은행은국내상생형지역일자리모

델 1호이자 광주시의 최우선 역점사업인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공장 합작법인에

260억원을출연해 3대주주로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은행의 출연금은 광주

시, 현대자동차에이어세번째로많은액

수다.

이는 지난 4월29일 지역기업으로는 최

초로100억원출자선언을한후 160억원

이증액된금액이다.

이로써광주은행은광주시 483억원, 현

대자동차 437억원에이어 광주완성차위

탁생산공장합작법인의 3대 주주로올라

서게됐으며,광주전남대표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은행의이번투자로인해다른투자

자들의출자금납입이본격화돼합작법인

설립은더욱탄력을받게됐다. 8월중합

작법인설립,하반기공사착공, 2021년하

반기 공장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있는동력이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이번광주은행의 광주완성차위

탁생산공장 합작법인에 대한 대규모 출

자는송종욱광주은행장의결단에따른것

이다.

송행장은연초시무식과연임결정,경

영전략회의에서광주은행이지역민의사

랑에보답하기위해서는향토은행으로서

고객중심의 지역 밀착경영과 지역 현안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역할과책임에대해강조해왔다.

송 행장은 이러한 경영철학을 신속하게

실행에옮겨광주은행이향토은행으로서

역할을다하는데구호가아닌실천에옮

기고있다.

송행장은지난달12일부터28일까지열

린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

회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대회 성공을 위

해 대내외 홍보활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그는지난 5월27일열린은행연합회이사

회에서김태영은행연합회장및전체은행

장들에게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적

극홍보하고입장권구입을독려해성과를

올렸다.

이밖에지역중소기업과소기업소상공

인들을 위한 투자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

고있다.설과추석때중소기업특별자금

대출을 통해 자금 숨통을 틔워주고 있으

며지역골목상권 ,소상공인을위한출연

금지원등지역의어려운경제현안을살

펴민생안전의대책으로자금을지원하고

있다.

또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최근 54호

점 공부방을 선정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

방은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들이 학업에

전념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역

아동들의꿈을응원하고있다. 38년동안

4000여명의지역장학생들에게총32억원

상당의장학금을지급했으며,다문화가정

지원에도앞장서고있다.

송종욱광주은행장은 지역일자리창출

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추진중인노

사상생의본사업에주도적으로참여함으

로써지역민과지역기업에더욱사랑받는

광주전남대표은행으로서의역할을더욱

충실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지역밀착경영과기업의사회적역할과책

임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더내려간다

전달보다0.02%p↓

신규취급액기준0.10%p내려

로또복권 (제87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4 30 32 33 43 2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1,262,705,579 16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73,200,324 46

3 5개숫자일치 1,668,591 2,018

4 4개숫자일치 50 000 99,681

5 3개숫자일치 5,000 1,715,898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하향조정에나섰다.

18일은행권에따르면신한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등주요은행은오는

19일부터적용되는신(新)잔액기준코

픽스변동형주담대금리를일제히전달

보다0.02%포인트낮췄다.

신한은행의신잔액기준코픽스연동

주담대금리는 3.06∼4.32%, 국민은행

은 3.03∼4.53%, 우리은행은 3.06∼

4.06%, 농협은행은 2.65∼4.16%로집

계됐다. 단, 국민은행의새금리는이미

17일부터적용됐다.

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연동금리도

0.10%포인트씩내렸다.

이에따라신한은행 3.13∼4.39%, 국

민은행 2.90∼4.40%, 우리은행 3.08∼

4.08%, 농협은행 2.67∼4.18%로조정

됐다. 금융채 6개월물을기준으로삼는

하나은행은신잔액기준으로는2.285∼

3.385%, 신규 취급액 기준은 2.585∼

3.685%의금리를적용한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이같이

변동금리를인하한것은 16일은행연합

회가공시한지난달코픽스가하락한데

따른것이다.

코픽스는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

금,주택부금등국내은행이자금을조

달한수신상품의금리를가중평균한값

으로,은행에서취급하는변동금리주담

대의기준이된다.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달보다 0.10%포

인트 하락했고, 잔액 기준은 1.96%로

0.02%포인트내렸다고밝혔다.

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 2개월연

속,잔액기준은4개월연속하락세를이

어갔다.

지난달처음도입된신잔액기준코픽

스는1.66%로,역시전달대비0.02%포

인트 내렸다. 다만, 코픽스의 하락에도

변동금리가고정금리보다높은 금리역

전현상은여전하다.

혼합형(5년고정)주담대금리는19일

부터신한은행 2.48∼3.49%, 국민은행

2.13∼3.63%, 우리은행 2.33∼3.33%,

하나은행 2.441∼3.541%, 농협은행

2.12∼3.53%가적용된다. /연합뉴스

대유위니아그룹상반기실적개선

3개상장계열사매출증가

주력위니아딤채2분기흑자

올 상반기 대유위니아그룹의 실적이

눈에띄게개선됐다. 4개상장계열사중

3개사가성장세에진입했고, 위니아딤

채는 2분기흑자전환에성공했다.

18일 대유위니아그룹에 따르면 자동

차시트전문생산기업이자그룹모체인

대유에이텍은상반기에연결기준매출

5345억원을올렸다.지난해상반기보다

매출이 15%증가했다.상반기영업이익

은 86억4200만원 적자를 봤으나, 지난

해와비교하면 65%증가했다.당기순손

실도 65.6%향상해 1000억원으로줄었

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잘 알려진 위니

아딤채의 상반기 매출은 작년보다

39.5%증가한 2652억원이었다.특히 2

분기매출이 1분기보다 2배증가하면서

영업이익(22억원)을흑자전환했다.상

반기 누적으로는 영업손실 1755억원으

로줄었다.

에너지가전분야로사업을확장한대

유플러스는상반기매출2904억원을기

록했다.영업이익도지난해같은기간보

다 5.7%증가한 186억원을거뒀다.

저동차 조향장치를 생산하는 대유에

이피는매출이지난해보다 38억원감소

한 914억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지난

해와비슷한 43억원을유지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2014년 위니아만

도인수후4년간흑자를유지하다가대

우전자를 인수한 지난해 첫 적자를 냈

다. 위니아대우(옛대우전자)는비상장

사여서실적을공개하지않는다.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해 200억원

안팎의적자를낸것으로알려졌다.

대유위니아그룹관계자는 계열사들이

모두유의미한성장을했다며 위니아대

우인수효과가나타나는등경영혁신성

과가점차가시화하고있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34평아파트분양가 1년새 1억가까이올랐다

7월 3.3㎡당 1238만원 전년동기보다 270만원상승전국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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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민간아파트3.3㎡당분양가

1238<단위:만원>

광주

전남
지난달광주민간아파트평균분양가격

은3.3㎡당 1238만원으로조사됐다. 이는

전달보다3.3㎡당51만원,지난해같은기

간보다270만원급등한것이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

놓은 7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 민간아파트 분양가

격은3.3㎡당평균 1238만원으로집계됐

다.

지난 6월말기준분양가(1186만원)보

다 4.37%, 지난해 7월 말(969만원)보다

27.87%상승했다. 광주분양가가전국에

서가장가파르게치솟은것이다.

34평아파트분양가격이한달새 1734

만원올랐고, 1년사이에무려 1억원가까

이(9178만원)오른것이다.

전남민간아파트분양가격은 7월말기

준3.3㎡당평균772만원으로, 전달보다2

만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7월(778만

원)과비교하면5만원하락했다.

HUG가집계한전국아파트평균분양

가격은지난달말기준3.3㎡당평균 1171

만원으로, 전월보다 0.25%, 지난해 같은

달보다10.64%상승했다.

서울인천경기를아우르는수도권의지

난달말 3.3㎡당민간아파트평균분양가

는 1788만원으로, 지난 6월 말보다는

1.68%떨어졌지만, 지난해 7월말보다는

14.83% 올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민간아파트평균분양가는지난달말 3.3

㎡당 1245만원으로, 전달대비 1.37%,지

난해같은기간대비 14.33%상승했다.

특히 서울(3.3㎡당 2662만원)과 부산

(3.3㎡당 1278만원)은 전달보다 각각 -

0.41%(10만8900원), -0.87%(12만

5400원)내려갔다.

HUG관계자는 광주와대구,충남천안

의 신규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 평

균분양가를끌어올렸다고설명했다.

지난달전국신규분양민간아파트물량

은 총 1만360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8342가구)보다63%증가했다.광주

는 2416가구가분양돼전달(558가구) 대

비 332.9%, 전년동월(544) 대비 344.1%

증가했다.전남은872가구가신규분양됐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