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6월 3일 화요일제19752호�
경 제

�
코스피200200 (+704)

�
금리283% (+001)

�
코스닥53515 (1138)

�
환율 102410원(+40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처음 왔는데 천연 그대로의 자연이 정

말아름답습니다친절하고열정적인한국

인들도 좋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찾

고싶어요

2일 오전 순천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찾은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 관광단 선발

대는감탄사를연발하며남도의멋과맛을

극찬했다단일단체여행객으로는사상최

대 규모인 암웨이 관광단이 제주 부산을

거쳐 이날 광양에 왔다 암웨이 관광단 1

진 32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마리나 오

브 더 시즈(13만8000t급)호를 타고 광양

항에 도착해 풍물패와 부채춤 공연 태권

도시범등열렬한환영을받았다

환영행사가끝나자관광단은 4개팀으로

나뉘어본격적인관광에들어갔다 낙안읍

성순천만자연생태공원여수엑스포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여수엑스포 수족

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여수오동도 곡

성기차마을여수엑스포등4개코스다

이들중비가오는가운데도순천만정원

박람회장관광에나선 1000여명의관광단

은박람회장을둘러보자마자주차장에임

시로설치된지역특산품판매장에들러김

치와 김 등 식료품과 기념품을 사느라 분

주하게움직였다여기저기서관광객을불

러모으는호객소리와함께흥정하는소리

로 왁자지껄했다 특히 김치와 장아찌 조

리김을 판매하는 부스는 인기가 높았다

맛을 보거나덤을챙기는손길 웃음이 가

득한판매대는비좁아보일정도였다

중국 선천에서 왔다는 요이깡(52)펑얜

(41)씨 부부는 김치와 한국산 김이 맛있

다며 가족들에게 줄 것까지 9통 정도 샀

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사야할 게 더 많

은데 품목이 적어서 다 사지는 못했다며

대형마트나 특산품점을 더 들렀으면 좋

겠다고아쉬움을토로했다

순천시는이날정원박람회장을찾은1000

여명의암웨이인센티브관광단을위해문화

관광 해설사와 중국어가 가능한 통역요원

20여명을박람회장곳곳에배치했다

박람회장을나선암웨이관광단은관광

버스를 타고 순천시내로 이동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이 타고온 버스 20

여 대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교통통

제를해야할정도였다

대규모관광단을맞은여수도손님맞이

에나섰다 여수시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은 박람회장 주변에 중국 암웨이 관

광단의 여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한

글과 중국어가 적힌 배너를 줄줄이 세워

놓고 암웨이 관광단을 환영했다 박람회

장옛한국관에는여수시주관으로안내소

가 설치되었으며 특산물판매장과 공예품

전시장에서는여수산건어물과젓갈류 선

크림등화장품과동백꽃압화가방목걸

이등기념품을판매했다

하지만일부관광객들은지역특산품위

주의 다양하지 못한 쇼핑 품목에 대해 불

만을제기하기도했다

상하이에서 온 위엔리예(36여)씨는

여수는 자연풍광이 좋지만 살 물건이충

분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인근에 면세점

이나대형특산품판매점이있다면들르고

싶다고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암웨이측

이독자적으로진행하는행사라관광지외

에 쇼핑센터 방문 등의 일정은 잡지 못했

다며 여행사측과협의해쇼핑일정을늘

리고 대형마트도 들를 수 있도록 유도 하

겠다고밝혔다

각 팀별로 관광을 마친 이들은 여수 박

람회장에 집결해 엑스포디지털캘러리

(EDG)에서 한식메뉴로만찬한뒤 아이

엠스타프로그램을통해본KPOP가수

들의 공연과 BIGO쇼를 관람하는 것으

로여정을마무리했다

한편 중국 암웨이는앞으로 3일 7일 8

일 12일총 4차례에걸쳐보상관광단 1만

2000여명을 전남 지역에 보내 관광시킬

예정이다

여수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전남찾은중국인암웨이관광단쇼핑따라가보니

김치등특산품인기 대형판매점없나요?

2일오후순천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찾은중국관광객들이주차장에임시로설치한지역특산품판매대에서가공김치등특산품을

고르고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는지난 5월국내 3만6252

대 해외 21만7366대 등 총 25만3618대

를판매했다 지난달출시한 올뉴카니

발과올 8월출시예정인쏘렌토신형등

의대기수요그리고근무일수감소로내

수판매가감소했다

2일 기아차에 따르면 국내 판매 실적

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지난 4

월보다 71% 각각줄었다 해외판매실

적도 지난해 동기보다 15% 늘었지만

전월보다는 84%감소한것으로집계됐

다 기아차는 내수판매의 경우 5월 어

린이날과기아창립기념일등휴일로근

무 일수가 줄면서 국내 공장 생산분이

감소해 판매실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해외판매도 근무 일수 감소로 국내생산

분이 지난해 대비 09% 감소했지만 해

외생산분이 38%늘면서해외시장전체

로는지난해같은달보다판매실적이증

가했다

차종별로는 국내에서는 모닝과 봉고

트럭 K5 스포티지R이 각각 8808대

4620대 4485대 4112대가 팔렸다 해외

에서는 K3를 비롯한 프라이드 스포티

지R K5 등 주력차종들이증가세를견

인했다

15월기아차의누적국내판매대수

는 18만326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고 해외판매누계는 111만

8567대로 97%증가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출시한 신형 카니발

을앞세워내수시장부진을극복할것이

라고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5월 25만여대판매작년비 82% 

근무줄고신차대기수요늘어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가 지역을 대

표하는 수공예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

했다 관객 수와 판매규모 모두 지난해

보다늘어성공적인행사로치러졌다

2일 (재)광주디자인센터에 따르면 지

난 1일까지나흘간광주김대중컨벤션센

터제3전시관에서열린 제3회빛고을핸

드메이드페어에는 3만여명의관람객이

다녀갔다 지난해(1만여명)에 비해 3배

나 증가한 수치다 행사기간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2억여원을 기

록했다

광주디자인센터관계자는 세월호참

사 이후 전반적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

고지난해보다행사가성장했다며 이

는 광주 국제 차문화 전시회와 공동 개

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핸드메이드상

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기도를 반영한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광주시와 (재)광주디자인센터는 광

주수제공방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수공

예품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도모하고

수제공방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은 물

론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 제3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행사장을찾은관

객들이전시장을둘러보고있다 광주디자인센터제공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3만명 북적

매출액도 25% 증가

금호산업이필리핀공항공사수주에성

공 올해말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

에한걸음다가섰다

2일 금호산업 건설부문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GS건설과 공동으로 필리핀 교통

통신부(DOTC)가 발주한 프에르토 프린

세사 공항 공사를 8290만 달러에 수주했

다

이공항공사는필리핀수도마닐라에서

서남쪽으로 590 떨어진 팔라완섬의 푸

에르토프린세사시티에여객터미널 화물

터미널 관제탑을 신축하고 기존 활주로

를확장하는것이다

금호산업은이공사수주를위해지난해

10월 GS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했으며 금호건설이 60% GS건설이 40%

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7

월에착공에들어가 2017년 1월까지총 30

개월간진행된다

설계구매(조달)시공을모두금호GS

컨소시엄이맡이진행하며공사비는대외

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과 필리핀 정

부재원으로조달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산업 필리핀공항 8290만달러공사수주

남도풍광맛 극찬

50대 관광객

김김치 9통 사고도

특산품더사고싶다

금호타이어가사계절용타이어신제품

솔루스(SOLUS) TA31 출시를 기념해

7월21일까지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

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

한다

행사 대상제품은솔루스 TA31와 세단

용 최고급 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Ma�

jesty SOLUS) 초고성능(UHP) 타이어

엑스타 4X(ECSTA 4X) 크루젠프리미

엄(CRUGEN Premium) 등이다

이벤트 타이어 4개 구매고객에게는 헤

지스골프브랜드의캐주얼골프티셔츠를

2개 구입고객에게는 라푸마의 등산 양말

을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wwwkumhotirecom)를 참조하면 된

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솔루스 TA31 출시 기념이벤트

골프티셔츠등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