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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지난해우리나라의수출품목 4686개 가

운데광주전남은 173개 품목에서 수출 1

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보다 13개 품목이 증가한 수치다 전남의

경우농산물과육류 어류 등다양한농수

산식품에서 1위를차지해국내대표농수

산물전진기지로의가능성도보였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가내놓은 2013년 광주전남수출 1위품

목 지형도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는 냉장

고와타이어 화물자동차등총 41개 품목

에서 전남은석유화학 철강 특수선박등

132개 품목에서 각각 수출 1위를 기록한

것으로조사됐다광주는전년대비1개 전

남은 12개품목이각각증가했다

광주는총 41개의수출 1위품목가운데

냉장고 화물자동차 등 26개 품목에서 전

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1위를 유지했으

며 타이어 금형 전력측정 기기 등 15개

품목이신규로수출 1위품목에이름을올

렸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이 가장 많은

총 14개 품목에서 수출 1위를 차지했고

비전자기계(9개) 전기기기(4개) 철강제

품(3개) 등이뒤를이었다

전남도 총 132개 품목에서 수출 1위를

기록하며광주와함께지역수출 1위품목

수가늘었다 석유화학 철강등 86개품목

이전년에이어수출 1위를유지했으며특

수선박 등 46개 품목이 신규 수출 1위 품

목에 이름을 올렸다 품목별로는 주력 산

업인 석유화학에서 가장 많은 53개 품목

이 수출 1위를 차지했고 철강제품(21개)

농산물(15개) 광산물(14개) 등도 10개 이

상의품목에서수출 1위를기록했다

이러한지역의수출 1위품목수증가는

지난해지역수출액 4년연속최대실적갱

신과 더불어 지역 수출의 주요 성과로 꼽

힌다 지난해광주전남수출액은사상최

대인 5728억달러를기록한바있다

보고서는 냉장고와 화물자동차 타이

어 석유화학 철강제품등지역의주력수

출품목들이우리나라전체통계에서도수

출 1위임이 확인돼이들 품목에서 광주와

전남이국낸최고의수출거점임이확인된

점을주요특징으로꼽았다

수출 1위 품목이란 동일한 품목을 기

준으로지난해가장많은수출액을기록한

지역을그지역의수출 1위품목으로집계

하는방식으로조사됐으며품목분류는국

제무역통계기준인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Harmonized System of Korea) 6

단위 기준이 적용됐다 한국무역협회의

한국무역통계에집계돼있는우리나라 16

개 지역의 수출 통계를 토대로 광주와 전

남의수출 1위품목수를추출하는방식으

로이뤄졌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

자는 수출 1위 품목이 증가한 것은 지역

수출품의특성화가능성이높아진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역 수출 1위 품목의 경

쟁력강화를위해서는수출저변의확대와

가능성 있는 수출 품목의 지속적인 발굴

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수출 1위 품목 광주 41개전남 132개

기아자동차가 22일W서울워커힐호텔에서 6월출시예정인 올뉴카니발을국내처음으로공개했다 9년만에 3세대모델이출시

된카니발은국내대표미니밴으로동급최고의안전성과편의사양을갖췄다 기아차제공
기아차 올뉴카니발 첫공개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KJB금융

지주(회장 김장학)가 분할 재상장된 첫날

주가가 급등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KJB

금융지주는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부문이

인적분할해신설된법인이다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KJB금융은이날시초가인1만300

원보다 1456% 뛴상한가 1만1800원에거

래가마무리됐다

총 거래량은 316만8822주 거래대금은

368억6600만원이다

KJB금융지주의발행주식은기명식보

통주 5131만6057주로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광주은행의지주사로서성장

성에대한기대가투자로이어지고있다는

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

현재 KJ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56

97%의지분을보유한예금보험공사며현

재 거래되는 물량은 나머지 4303%의 주

식이다 KJB금융지주는오는 8월엔광주

은행과합병 광주은행이라는 고유브랜

드로변경상장될예정이다

이후 910월께 매각 우선협상대상

자인 JB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에 광

주은행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광주은행

주식 5697%가 JB금융지주로 양도되면

광주은행민영화작업은 최종 마무리된

다

한편 광주은행은지난 2001년 4월거래

정지 및 2003년 4월 상장 폐지된 이후 사

실상 13년만에재상장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KJB금융주식첫날상한가 1만1800원에 거래 광주 전남지역의 4월 중 신설법인 수

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

한 4월어음부도율동향을 보면지난 4

월 한 달 동안 법원에 신규로 설립등기

를 한 신설법인 수는 전달보다 40개 증

가한 490개를 기록했다 이는 1년전과

비교해선 113개가 증가한 것으로 지역

신설법인 수는 1월 442개에서 2월 447

개 3월 450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가고있다

반면 4월 부도업체 수는 전달과 같은

3개로 부도금액은 전달보다 13억5000

만원이 감소한 60억1000만원을 기록했

다

또지난달광주전남지역 4월중어음

부도율(전자결제분 제외 금액 기준)은

022%로 전달(029%)보다 007%포인

트하락했다 지역별로는광주가 042%

에서 036%로 006%포인트 하락했고

전남은 011%로 전달과같은수준을유

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4월 신설법인수 490개 역대 최대

금호타이어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독일 에센에서 열리는 타이어 박람회

2014 라이펜 에센(Reifen Essen)에

참가한다

라이펜에센은세계최대규모의타이

어전문박람회중하나로 올해는총 43

개국 670여개의타이어및관련업체가

참가하며최신제품동향과기술트렌드

등을한눈에볼수있다

박람회에서금호타이어는OE제품존

테크놀로지존 겨울용 제품존 등 9개의

전시 존(Zone)을 구성해 총 22개의 제

품을선보인다

OE제품존에서는 럭셔리 오프로더로

꼽히는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에

공급중인 솔루스(SOLUS) KL21을전

시하며 테크놀로지존에서는 금호타이

어가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실란트

타이어등첨단기술력이적용된제품들

이관계자를만난다

이상규유럽영업지역본부상무는 에

센타이어박람회는타이어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표적

인 박람회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타

이어 기업으로서 첨단 기술력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

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獨 에센타이어박람회참가

삼성전자가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2G3G폴더폰 삼성마스터(Samsung

Master) 23일국내에출시한다

2G(2세대) 모델은 SKTLGU+ 3G

(3세대) 모델은 SKTKT로 출시되는

신제품은 전면과 후면을 갤럭시 노트 3

에서 선보인 가죽 질감과 스티치 디자

인을 적용해 프리미엄 디자인을 갖췄

다

한눈에 들어오는 756(3인치)의 큰

화면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설정된 기간동안 휴대폰 미사용시 지정

된 번호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안

부알림 기능과 일정 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않을경우 70데시벨(dB)의벨소리

가울리는 큰소리모드 기능등사용자

에게최적화된기능을탑재했다

삼성전자 관계

자는 조작이 간

편하고 실용적인

피처폰을 선호하

는고객을위해출

시한 제품이라

며 가정의 달 선

물을 고민하는 소

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

다

색상은 메탈릭 실버와 몽블랑 블랙

와인레드색상으로출시된다 출고가는

24만원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삼성전자 2G3G 폴더폰 삼성 마스터 출시

실란트등 22개 제품선보여

어음부도율 022%

광주 냉장고타이어화물차  전년比 1개 증가

전남은석유화학철강특수선박  12개나 늘어

무역협회 2013 수출 지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