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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3004.74 (-30.72)

코스닥 946.31 (-9.07)

금리(국고채3년) 1.132 (+0.002)

환율(USD) 1129.70 (+1.30)

광주 지역화폐인 광

주상생카드 <사진> 출

시2주년을맞아광주은

행이 6월21일까지경품

행사를진행한다.

행사는 광주상생카드

(체크선불)총이용실적

이50만원이넘는고객을

대상으로치러진다.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

광주상생선불카드를 준다. 2등 4명은 광주상

생선불카드 50만원씩, 3등 700명에게는 GS

25편의점 1만원권을제공한다.

상생카드는광주지역소상공인의소득증대

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추진하고자마련됐

다.광주시가지난 2019년3월출시한뒤광주

은행이2년동안운영대행사를맡아발급운영

하고있다.

한편오는 6월까지였던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혜택을 12월말까지연장한다.출시

2년 만에 발행액 1조원을 돌파한 상생카드는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50만원씩, 월 100만원

이내사용액의 10%를할인받을수있다.

김재중광주은행카드사업부장은 지역사랑

을실천하고소상공인을지원하는광주상생카

드가 지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로인해

지역경제활성화와상생발전을이룰수있도록

광주전남의대표은행으로서지속적인지원과

홍보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예비귀농인적금출시

농협광주본부 1호가입행사

농협광주지역본부는예비귀농인의목돈마

련을위한 NH농촌으로적금 1호가입행사를

최근송정농협에서열었다고23일밝혔다.

이 금융상품은 농협이 창립 60주년을 기념

해 내놓은 적립식 상품이다. 연 최고 2.0%포

인트금리를우대받을수있고, 농업자금특별

중도해지가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 가입일

로부터 6개월경과한예금의경우, 가입자본

인의농업자금활용을사유로중도해지때우

대금리를제외한가입당시약정금리를적용해

해지할수있다.

농협상호금융은오는 5월15일까지가입고

객가운데추첨을통해농촌사랑상품권을지급

한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상생카드출시 2주년

광주은행 6월 21일까지행사

23일열린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왼쪽네번째)여수웅천지점(웅천로134) 개점기념행사에임직원들

이참석해축하하고있다. <광주은행제공>

기아준대형세단 K8 사전계약

출고가3279만원~3659만원

기아는다음달초출시하는준대형세단 K8 <사

진>의주요사양을공개하고사전계약에나선다고

23일밝혔다.

K8은 2.5와 3.5가솔린, 3.5 LPI 등총 3가지모

델로사전계약을시작한뒤상반기중 1.6 가솔린

터보하이브리드모델을추가할예정이다.

3.5 가솔린 모델에는 국산 준대형 세단 최초로

전륜 기반 사륜 구동(AWD) 시스템이 적용됐으

며, 3.5가솔린모델과3.5LPI모델은국내최초로

투챔버토크컨버터가적용된신규 8단자동변속

기를탑재했다.

또운전의피로감을낮춰주는운전자보조시스

템 드라이브 와이즈도 적용됐다. 고속도로 주행

과차로변경을도와줄뿐아니라주행중옆차량

과가까워지는경우위험하지않도록차로내에서

편향주행을하는고속도로주행보조 2(HDA2),

운전자가설정한속도로주행정차재출발이가능

한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등이다.

운전석에 7개공기주머니를활용해최적의착좌

감을제공해주는에르고모션시트가기아최초로

적용됐다.

국내에서는처음으로1열헤드레스트후면부를가

방이나옷을걸어둘수있는옷걸이형태로만들었으

며,기아최초로영국대표오디오시스템브랜드인

메리디안의프리미엄사운드시스템도탑재된다.

K8 2.5 가솔린모델은최고출력 198마력, 최대

토크 25.3㎏f m, 3.5 가솔린모델은최고출력 300

마력, 최대토크 36.6㎏f m의성능을갖췄고, 외장

색상은스노우화이트펄,스틸그레이등총 6가지

로운영된다.

가격은 ▲2.5 가솔린 3279만원∼3868만원 ▲

3.5 가솔린 3618만원∼4526만원▲3.5 LPI 3220

만원∼3659만원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거리두기피로감…주말에는나가야겠다
유료고객 110만1900명…3개월전보다 23.5%감소

주말엔광주봉선지구24.1% 광천동 11%등늘어나

나주혁신도시 평일 주말구매모두30%대줄어들어

광주 전남주요상권4곳1월분석

코로나19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가강화되면

서 광주전남 4대 상권 구매자 수가 석 달 새

24%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생활속방역에대한피로감이누적되

면서 광주지역 상권 3곳의 주말 고객은 오히려

늘었다.

이같은내용은23일광주일보가KB부동산상

가정보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광주전남

주요상권 4곳 상권분석보고서에담겼다.

지난 1월기준 4대상권유료고객은총 110만

1960명으로, 3개월전인지난해 9월(144만513

명)보다 23.5%(-33만855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상권은㈜광주신세계, 이마트광주점,금

호월드,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를포함

한 광천동 (서구) 상권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반도전자도매상가, 금남전자상가, 광주은행 본

점을아우르는 금남로4가역 (동구), 이마트봉

선점과인근식당거리를에워싼 봉선지구 (남

구)등이다.나주혁신도시상권은빛가람호수공

원을중심으로한반경700m구역을분석했다.

상권별로보면혁신도시구매자는지난해 9월

79만8816명에서올 1월 50만4760명으로, 무려

36.8%(-29만4056명)감소하며타격이가장컸

다.광천동권역은35만6028명에서32만4721명

으로,석달새8.8%(-3만1307명)감소했다. 금

남로 4가역은 석 달 전보다 10.6%(-1만9636

명) 감소한 16만6123명에그쳤다. 반면봉선지

구상권은9만9910명에서10만6356명으로구매

자가 6.5%(6446명)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반적으로 매출 타격을 입

었지만, 광주상권 3곳의주말고객을떼어놓고

보면구매자가증가했다.

대규모주거단지인봉선지구의경우주말유료

고객은 지난해 9월 2만8072명에서 올 1월 3만

4824명으로 24.1%(6752명) 증가했다. 광천동

상권주말고객은 11만5151명에서 12만7762명

으로, 11.0%(1만2611명)증가했고,금남로4가

역은 석 달 전보다 7.4%(2585명) 늘어난 3만

7403명을기록했다.

이는광주 3대상권모두평일(월~금) 고객이

마이너스 성장을한것과대조된다.

광천동 평일 고객은 24만877명에서 19만

6959명으로, 18.2%(-4만3918명)나줄었다.금

남로 4가 상권은 14.7%(-2만2221명) 감소한

12만8720명으로나타났으며, 봉선지구유료고

객은 0.4%(-306명) 감소한 7만1532명으로집

계됐다.

대체적으로근무를하는평일에는모임과만남

을 자제하는 집콕 추세를 따랐지만, 주말에는

억눌린소비심리가표출된것으로풀이된다.

한편고객감소세가가장심각했던나주혁신

도시상권은주말과평일모두구매자가크게줄

었다.

혁신도시평일고객은지난해9월59만2449명

에서 올해 1월 36만4684명으로, 38.4%(-22만

7765명) 급감했다. 주말고객은 20만6367명에

서 14만76명으로, 32.1%(-6만6291명)줄어들

며평일과비슷한감소추세를나타냈다.

KB 상가정보시스템은매달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이지정한전국상권위주로추정매출,소

비고객 통계, 유동인구 정보 등을 발표하고 있

다.이들권역의소비고객통계는가맹점소재지

기준 KB카드매출과시장분석업체나이스지니

데이타자료를바탕으로작성됐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 지역밀착경영…여수에신규점포

시중은행권이영업점을축소하는가운데광주은

행이 지역밀착경영의하나로여수에신규점포

를냈다.

광주은행은최근여수시웅천지구에여수웅천지

점(웅천로 134)문을열었다고23일밝혔다.

광주은행은 인구가 3만명으로 불어난 280만㎡

규모웅천지구시장을공략하기위해점포신설을

단행했다고설명했다.

이구역은대규모공공택지지구로마리나항만개

발사업과웅천~소호간대교건설을통해해양레저

스포츠및교통의중심지로각광받고있다.광주은

행은아파트단지가밀집한웅천로 3거리신축건

물 1층에점포를냈다.

광주은행은최근 3년동안지역밀착경영을강

화하기위해신규점포확대를추진하고있다. 지난

해 2개점포가새로문을열었고, 접근성이다소불

편한영업점 8곳을이전해고객편의성을높였다.

이번신설로영업점수는광주전남 118개,수도권

25개등 143개로늘어났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