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M이2만4,000TEU급세계최대컨테

이너선12척으로운송한물량이100만TEU

를돌파했다.

HMM은지난3일부산신항에서국내수출

물량 등 화물 2,803TEU를 싣고 떠난 2만

4,000TEU급 컨테이너 5호선 HMM 그단

스크호 가 21일중국옌톈항에서만선출항

하면서현재까지누적운송량이헤드홀기준

총 101만5,563TEU를 기록했다고 22일 밝

혔다. 그단스크호는다음달 21일 스페인알

헤시라스항에도착할예정이다.

1TEU는20피트짜리컨테이너1개를의미

하는 단위로, 101만5,563TEU의 컨테이너

박스를일렬로나열하면서울에서부산을10

회왕복할수있는약6,100㎞에이른다.

이로써지난해 4월 유럽노선에투입된 1

호선 알헤시라스호부터 12호선까지 헤드홀

기준총52항차중50항차를만선출항했다.

제주항공,소통프로그램확대

제주항공이반복되는휴직과원격근무확

대로피로와스트레스가쌓인임직원을위해

소통 협업프로그램을확대운영한다.

제주항공은다음달6일부터밀레니얼세대

(90년대생)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제주항

공주니어보드1기 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

이라고23일밝혔다.

이들은회사이슈와조직문화등과관련한

주제를매월선택해논의한뒤경영진에게개

선방안을직접건의한다.

아울러임직원간소통기회를늘리기위해

매주금요일마다 펀데이 (FunDay)행사

도진행한다. 각각다른부서에소속된임직

원4명이모여신청을하면회사가공연관람

과식사등의업무외활동을지원하는식이

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2021 IDEA디자인상 에서금상을수상했다.

현대차와제네시스브랜드는 올해 IDEA

디자인상에서 3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아이오닉5는자동차 운송부문에

서최고상인금상을받았고, 카퍼디자인테

마가적용된제네시스의인포테인먼트시스

템과현대블루링크앱이디지털상호작용부

문에서각각 파이널리스트 상을받았다.

미국 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상은 iF디자인상 , 레드닷디자인

상 과함께세계3대디자인상으로꼽힌다.

파라메트릭픽셀(이미지구성최소단위인

픽셀을형상화한디자인)이특징인아이오닉

5는콘셉트카 45 로도이미지난해 IDEA

디자인상에서자동차 운송부문동상을수상

한바있다.

경제프리즘

아이오닉5, IDEA디자인상금상

HMM, 운송량 100만TEU 돌파

경제

은행대출금리 2주만에 0.2~0.3%p 껑충
지표금리상승속대출규제압박우대금리깎여

KB 신한 하나은행주담대연최고 4.52%수준

주요시중은행의대출금리가불과2주

만에 0.3%포인트(p) 안팎이나뛰는등

대출금리상승속도가갈수록빨라지고

있다.

은행이대출금리의기준으로삼는코

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같은

지표금리가오르는데다,정부로부터가

계대출규제압박을받는은행들이가산

우대금리조정을통해대출금리를시장

금리보다더큰폭으로올리고있기때문

이다.

23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17일기준주택담보대

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61~4.52%수준이다.

이는 2주 전인 이달 3일(2.80~

4.30%)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161%포인트,0.22%포인트높아진것

이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

형(고정형) 금리도같은기간연 2.82~

4.441%에서 3.17~4.67%로 상승했다.

최저, 최고금리가 각 0.35%포인트,

0.229%포인트오른셈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7일 현재 3.10~

4.18%금리(1등급 1년)가적용된다. 3

일(3.00~4.05)보다 상 하단이 모두

0.1%포인트남짓뛰었다.

이같은은행권의대출금리인상폭은

시장금리등조달비용을반영한지표금

리상승폭을크게웃도는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

금리로주로코픽스를활용한다. 코픽스

는쉽게말해국내8개은행이대출에쓰

일자금을조달하는데얼마나많은비용

(금리)을들였는지나타내는지표다.은

행이실제취급한예 적금,은행채등수

신상품의금리변동이반영된다.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의상황도마찬

가지다. 고정금리는 주로 은행채 5년물

등금융채금리를지표(기준)로삼는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

면,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로가장많이

사용되는은행채5년물(AAA 무보증)

금리는이달3일1.939%에서17일현재

2.029%로 2주일새 0.09%포인트높아

졌다.

그러나이기간실제 4대은행의주택

담보대출고정금리하단인상폭은거의

4배인0.35%포인트에이른다.

결국최근은행들이지표금리에자체

판단으로더하는가산금리를더올리거

나거래실적등을반영해깎아주는우대

금리를줄였다는얘기다.

부동산시장으로의자금유입등을우

려하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

라 고강하게압박하는만큼, 대출총량

관리를위해가산금리인상,우대금리축

소가불가피하다는게은행들의설명이

다. /연합뉴스

광주경영자총협회는최근제5차자문위원회의를광주하이테크센터회의실에서개최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제공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지난 2019년

107%를달성, 10년후최소 135%를기

록할것으로전망되면서주택공급과잉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168만

5,950㎡(51만평)규모의산정지구부지

에1만3,000세대의대규모택지개발사

업이필요한가에대한토론회자리가마

련된다.

이에광주경실련은오는27일광주시

의회4층대회의실에서산정지구공공택

지개발에대한효과와문제점,그대안을

모색하기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종렬 광주경실

련집행위원장이진행하며, 조진상광주

경실련 정책위원장이자 동신대 도시계

획학과교수가 광주주택공급과잉우

려,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꼭 필요한

가? 를주제로발제에나선다.

조교수는발제문에서 산정지구공공

주택조성사업은그린벨트의대규모훼

손과더불어다른주택사업의원활한추

진에막대한영향일미침과더불어광주

주택정택의 자치분권화에 반하는 사업

이다 며 인구감소 지방소멸시대를 맞

은지금대규모주택사업개발추진은적

절하지않으며,대규모개발이익도시행

사에독점되는등여러가지문제점도가

지고있다 고말했다.

이어 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주시주택정책의큰흐름에부합하지않

을뿐만아니라광주의전반적인주택여건

에비춰볼때불요불급한사안으로사업

추진을재검토해야한다 고주장했다.

한편조교수의주제발표에이어송봉

혁 LH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이상배

광주광역시도시재생국장, 윤현석광주

일보부장,윤연상산정지구주민대책위

원장, 서재형광주경실련건축도시위원

장(건축사)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의

장을펼칠예정이다. /오지현기자

192021년 9월 24일 금요일

광주경총 5차자문위원회의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김봉길,이하

광주경총)는최근제5차자문위원회의

를 광주하이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

했다고23일밝혔다.

이날자문위원회의에서는경총사무

국에서지난4차자문위원회의에서논

의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 경과보고와

함께 2021년 3분기 주요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이와더불어현재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요조찬포럼 및 광주

경총주요사업의내실있는운영을위

해 자문위원단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도나섰다.

한편광주경총은현재매분기마다자

문위원회의를정례개최,사업과운영전

반에관한자문과함께자문위원회원사

에대한상담서비스도지속적으로제공

하고있다. /오지현기자

광주금융기관, 작년점내 외ATM기기감소

전년대비 32대줄어

지난해광주지역금융기관들은점내 점

외운영현금자동인출기(ATM)를줄인

것으로나타났다.

23일윤관석국회정무위원회위원(민

주당)이한국은행을통해제출받은 광

역시도별 ATM 설치 현황 에 따르면

2020년광주ATM총설치대수는3,329

대로전년3,361대보다32대줄었다.

이중금융기관점내ATM은1,588대

로전년1,628대보다40대줄였고,점외

ATM도 437대로 전년 439대보다 2대

줄였다.

다만,부가통신사업자(VAN사)가운

영하는ATM은 1,304대로 전년 1,294

대에비해10대늘었다.

반면전남지역금융기관ATM대수는

4,636대로전년4,603대에비해다소늘

어났다.

금융기관이점내에서운영하는ATM

대수는2,694대로전년2,724대보다30

대 줄였으나, 점외 ATM대수는 457대

로전년450대에비해7대늘어났다.

특히 VAN사가 운영하는 ATM은

1,485대로전년1,429대에비해56대늘

어났다.

단위면적(1㎢)당설치된ATM 대수

를보면광주는6.6대로서울34.9대,부

산9.1대다음으로많았고,전남은0.4대

에그치며강원(0.3대)다음으로전국에

서두번째로적었다.

VAN사는카드사와카드가맹점간의

네트워크를구축하고고객의카드사용에

대한 승인을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중개해주는역할을한다. /서미애기자

광주경실련,주택정책재검토토론회

오는 27일… 산정지구공공택지개발 주제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우수기관 인증

온라인학습활성화노력인정

한국농어촌공사가코로나19에대응해

선도적으로추진해온비대면온라인학

습활성화노력이값진성과로이어졌다.

농어촌공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

국직업능력연구원이주관한 2021공공

부문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사

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인증 을받았다

고23일밝혔다.

이번인증은지난 2013년 첫인증이

후 세 번째이다. 공사는 앞으로 3년간

Best-HRD 인증기호 사용과 함께 정

기근로감독면제혜택등을받게된다.

정부는매년공공기관을대상으로인

적자원개발과인적자원관리분야심사

를통해우수공공기관을선정하고인증

을부여하고있다.

올해심사에서 코로나19대응비대면

실시간온라인학습에듀테크(Edu-tech

) 활성화 , 신입사원 교육시 체계적인

현장실무과정 OJT교육운영 , 고졸채

용,지역사회인재채용등사회형평적채

용노력 등을높이평가받았다.

김인식농어촌공사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농어촌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인재를지속적으로육성하겠다

고말했다. /서미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