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은행은 11일부터 오는 8월 10일

까지 모바일 자동차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은행 자동차대출 상품인 제주

CAR드림 모바일 대출 은 지난 2018

년 11월 출시한 비대면 전용 자동차

대출 상품으로,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실행까지 이어지는 무방문 간편 대출

상품이다. 금리인하 대상 상품은 신

차(구입) 대출 및 신차(전환) 대출

로 지난 7일 기준 최저금리 2.77%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설

정한 100억원 한도가 소진 될 경우

이벤트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앱

(jBANK)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코로

나19 영향으로 침체돼 있는 자동차

매매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고금

리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고

객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기획했다 고 전했다. 문

의 콜센터(1588-0079). 김현석기자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11여년 만

에 1200원대로 떨어졌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

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일 ℓ당

1307.2원에 이르던 제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다음날인 7일

1264.97원을 기록하면서 1200원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 31일 1296.7원을 기록

한 이후,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1200원대로 진입한 것은 11년 4개월

만이다.

이날 제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58.37원(전국 평균 1251.08

원)을 기록했다. 최저 가격은 1210

원, 최고는 1765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 1258.37원은 오피넷이

일간 통계 서비스를 개시한 2008년 4

월 15일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휘

발유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12년 4월

16일로 당시 2080.54원을 기록했다.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127.75원

(전국 평균 1062.17원)으로 2008년 4

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최저가격은 1080원, 최고는 1550원이

다. 경유는 2008년 6월 27일 2046.39

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그동안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했다. 다만 폭락

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최근 소폭 회

복세를 보임에 따라 하락폭이 예전보

다는 둔화될 전망이다. 김현석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산업이 침체

되면서 항공업계가 위기 상황에 직

면한 가운데, 이 같은 위기가 2분기

에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2292억원

과 영업손실 657억원, 당기순손실

1014억원을 기록했다.

통상 1분기는 여름휴가철인 3분기

와 함께 항공사 성수기 로 불리지

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3929억

원)은 41.7% 감소했다. 또 전년 동

기 대비 영업이익(570억원)과 당기

순이익(421억원)은 적자로 전환됐

다. 국내 항공사 중 1분기 실적을 발

표한 것은 제주항공이 유일하다.

제주항공은 1분기 실적 악화의 주

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선 축소와 여행수요의 급감을 꼽

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직

면했다 며 대부분의 국제선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여객수요

급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고 말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항공사의 경우

2000억~3000억원, 저비용항공사는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

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2분기

에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1분기

에는 2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영업

이 가능했었다 며 그러나 2분기 들

어 황금연휴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

공기 이용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고 설

명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2020년 5월 11일 월요일6 경 제

당첨번호 1, 11, 17, 27, 35, 39

2 등

보너스숫자
31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로또복권 <제910회>

▶제주 전자담배 인제점=11일 창립 5

주년을 맞는 제주 전자담배 인제점

(이사 안영준 사진)은 KC인증을 받

은 정품전자담배 판매와 평생무상AS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신제

품 전자담배를 가장 빨리 출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300여 종의 다양한

액상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 베이퍼들과 관련한 엔지니어들을

매장에 상시 배치했다. 아울러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724-2797

▶법무사 임무현사무소=11일 창립

24주년을 맞는 법무사 임무현사무소

(대표 임무현 사진)는 고객의 눈높

이에 맞춘 친절한 법률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며 민사소송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법률 지식이 부족

한 서민들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둬

무료 법률 상담에 앞장서고 있다.

임무현 대표는 법인등기와 소송 분야 업무를 전

문화하면서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다 며 항상 고

객의 입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친절한 법률 상담

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 고 말했다. ☎ 724

-5533.

▶세덕철강=13일 창립 25주년을 맞

는 세덕철강(대표 박영필 사진)은

고품질 철강 제품을 공급, 고객에게

신뢰받는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에 위치한 세덕

철강은 현대제철(주)에서 생산하는

철판과 H빔, 형강제품 등을 합리적

인 가격에 도내 건설 건축 현장과 공업사 등에 차질

없이 조달하고 있다.

박영필 대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규격 제품을 공

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며 그동안 쌓아 온

고객과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756-7137.

▶(주)대경엔지니어링=14일 창립 25

주년을 맞는 (주)대경엔지니어링(대

표 허경자 사진)은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설계 감리 시공 안전관리 시

설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종합엔지

니어링 회사다. 스마트그리드 비즈니

스와 관련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및 에너지 자립 섬 프로젝트 등 신사업 추진에 박차

를 가하는 등 제주와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무대에

서도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 744-4112.

▶호남새마을금고=15일 창립 40주년

을 맞는 호남새마을금고(이사장 김용

석 사진)는 자산 2600억원, 자기자본

비율 12%로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 금

융기관으로 성장했다. 20여 년간 지역

소외계층에게 3억여 원을 장학기금으

로 지원하고 불우이웃돕기 쌀 지원,

김장 행사 등 각종 사회 공헌사업을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과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신축회관으로 이전, 쾌적한 환경

에서 고객들을 맞이함과 동시에 문화센터를 마련해

30여 개의 문화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석

이사장은 지역 서민은행으로서 고객 감동을 기본 원

칙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밝

혔다. ☎ 755-6400.

▶(주)디자인플레이=15일 창립 8주

년을 맞는 (주)디자인플레이(대표

김은숙 사진)는 도내 여성기업으로

신선하고 진취적인 아이템과 디자인

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

고 있다.

열정 책임 그리고 균형 이라는 사

훈 아래 광고기획, 패키지 디자인, 북디자인, 전시기

획, 옥외사인물(간판)등 디자인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751-6446.

▶사라신용협동조합=15일 창립 23주

년을 맞는 사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용문 사진)은 중견기업 및 영세 자

영업자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자산

739억, 자본금 71억원, 조합원 5400

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 신협

중앙회 경영평가 1등급 우수조합으로 선정됐다.

고용문 이사장은 나눔과 믿음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 같은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공급

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759-1113. 김현석기자

5월 18일부터 124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금주(5월 11일~17일)의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 사 명 대 표 창 립 일

제주 전자담배 인제점

법무사 임무현사무소

세덕철강

(주)대경엔지니어링

호남새마을금고

(주)디자인플레이

사라신용협동조합

안영준

임무현

박영필

허경자

김용석

김은숙

고용문

2015년 5월 11일

1996년 5월 11일

1995년 5월 13일

1995년 5월 14일

1980년 5월 15일

2012년 5월 15일

1998년 5월 15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

휘발유 가격 15주 연속 하락세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주 연속 하락해 ℓ당

125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6.8원 하락한 ℓ당 1257.6원이었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시내

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