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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포장용 종이를 중국과 말레이시

아 등으로 수출하는 광주의 A제지업체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

면서 최근 영업이익이 10%가량 곤두박질

했다 이 업체는 달러당 1030원이 이익이

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만 달러가 원당

1010원대 밑으로 떨어지자 원가 절약방법

찾기에 나섰다

#알루미늄코일을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에 수출하는 광주의 B업체 역시 원화 강

세 탓에 최근 들어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적자 상태에 직면했다 환보험

등 환헷지 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환율 하락세가 더 빨라 큰 도

움을 얻지 못했다 결국 이 업체는 거래 회

사에 단가 인상을 요청하며 매출감소를 막

고 있다

광주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올해 들어

급락중인 환율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

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원 내린 달러당

10085원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8년 7월28일 10060원 이후 최저치다

2012년 5월 달러당 1184원 수준이었던 것

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200원 가까이 하락한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94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

르면 이들 기업이 전망하는 올해 최저 환

율은 달러당 1001원 100엔당 9757원이

다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중소기업계가 예

상한 최저점인 1001원에 환율이 근접한

것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가 5월 밝힌 우

리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 1045원과 비교

하면 현재 환율은 무려 37원이나 낮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

해 환율 변동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해외

생산 물류재고 관리 등을 탄력성있게 운

용하기 힘들고 자금력이 떨어져 단가 조정

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B업체의 경우 영업이익 마지노선

이 1050원에 달해 수개월 째 적자를 지속

하고 있지만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단가

상승은 2% 대에 그쳤다 더 이상 올렸다간

거래선이 끊길 수도 있는 탓이다 이 때

문에 전자부품과 금형 광산업위주의 광

주지역 수출업체들은 채산성 악화 및 적자

에 시달리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

고 있다

무역보험협회와 중소기업청 등은 환변

동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환율 예측 등

에 대해 관련 자료를 업체들에 보내고 있

지만 업체들에게 직접 도움되는 대책은 찾

기 힘들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환헷지 상품을

이용해도 하락세가 더 빠르다 보니 환차손

을 계산해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이 세자리 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마지노선 1001원 근접 中企 환율 비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내부 평가에서 전국 처음으로 3년 연

속 최우수 지역본부의 영예를 안았

다

3일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

부장 김행윤사진)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가 전국 9개 지역본부를 대상으

로 지난 2013년 경영평가를 한 결과

전남본부가 최우수지역본부로 선정

됐다

농어촌공사는 지역본부별 책임경

영체제 확립 경영개선 유도를 통한

공사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전

국 9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성과 고

객 활동 미래관점 등 4개 분야에 대

해 매년평가를 해

오고 있다

전 남 본 부 는

2012년 김행윤 본

부장취임이후 체

계적 경영성과 관

리와 함께 영산강

권역 미래형 복합영농공간조성사업

을 적극발굴해 지역 농업발전에 힘쓴

점을높이평가받았다 농지은행사업

지역개발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수

자원 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탁월한

실적을 쌓은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어촌公전남본부 3년 연속최우수본부

상품성을 크게 강화한 2015

년형 스포티지R이 2일 출시됐

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전

량 생산되는 스포티지R 새 모델

은 도어벨트라인(유리창과 도어

의 접합부분)을 스테인리스 재질

로 마감해 역동적인 이미지를연

출했고 기어 변속부분을 감싸고

있는 인디게이터 패널도 스테인리스 재

질을 적용해 감성 품질을높였다

또센서를 통해타이어의 공기압을 점

검하는 타이어공기압경보 시스템(TP�

MS)을 전 모델에 적용했으며 흡연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라이터 대신 USB 충

전기를 전모델에 장착했다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럭셔리모델

2235만원 트랜디 모델이 2405만원 프

레스티지모델이 2590만원 노블레스모

델 2785만원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2015년형 스포티지R 출시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들의 거래

량과 거래대금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

르면 광주전남투자자들의 6월 중 주식

거래량은 2억3188만주로 전달 3억6677

만주보다 3489만주(1308%)감소했다

거래대금도 1조8163억원에서 1조

6145억원으로 2018억원(1111%) 줄었

다순매수량도 186만주나 줄었다

전체거래에서 차지한 비중도 하락 거

래량은 227%(5월 231%) 거래대금은

143%(5월 154%)에 달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STX 동양 KODEX레버리지 이스타

코 페이퍼코리아 순이고 코스닥은 키

이스트 국제디와이 위지트 홍구석유

엠제이비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6월 주식거래량대금감소

지역백화점들이 장마철을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로 고객끌어모으는 기상

마케팅에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

지 테마행사로 레이니 데이 이벤트

(Rainy Day Event)를 진행한다 이 기

간 동안 광주신세계가 위치한 지역에 5

이상의 비가 내리면신세계백화점 스마트

폰 앱에 접속한 쇼핑객에게 우천 관련 상

품을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한다 우선 여성 레인코드와 남성 레인재

킷 가격이 30% 할인된다 레인부츠 젤리

슈즈 샌들도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

고 사은선물로 우산이증정된다

광주신세계는 구매고객들에게 레이니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및 적립횟수에 따른

사은선물도 제공키로 했다앱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는습기를없애는 제습제

를 당일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는 신세

계상품권(5000원권)을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장마철 백화점을

찾았다가갑작스런비로발이묶인 고객들

을 위해 우산을빌려주거나 주차장까지 사

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하 1

층안내데스크에서롯데백화점 로고가새

겨진 디자인 우산을 대여해주고 빌려간

우산을 나중에반납하면 감사품을증정한

다 또롯데백화점 광주점남문과남문 주

차장 사이에놓인 길을건널때 사용할수

있는 우산을 비치 고객들이 비에젖지 않

도록했다 이밖에도집에돌아갈때까지

쇼핑백이 비에젖어찢어지지 않도록쇼핑

백비닐커버를 제공하는 레인커버서비

스도 제공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신세계롯데백화점 기상마케팅 활발

올 하반기 광주 및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에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5%가량

증가한 1만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부동산사랑방(homesrbcokr)은 3일

광주와 나주 주거단지를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에 19개 단지 1만여 가구가 신규

분양및임대에 나서는 것으로집계됐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개 단지 7500가구보다

증가한 수치다 광주에서는 7월 서구매

월동 EG스위트밸리옆한국아델리움로

제비앙 686가구가 분양되며 66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남구 월산동 영무예다

음 149가구도 공급 예정이다또일곡엘

리체 프라임 526가구(전용면적 7484

) 북구 중흥동 도나운타운 166가구

(전용면적 5284) 양산지구 진아리

채 174가구(전용면적 83)도 청약을앞

두고 있다

하반기엔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시작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달 상무지역주택조합인 상무광명메이

루즈와 각화지역주택조합인 서희스타힐

스의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상무광명

메이루즈는 6884 496가구 서희스타

힐스는 7684 1032가구로구성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이달 임대아

파트인 중흥S클래스 리버티가 공급된

다 B10블록에 있으며 전용면적 84의

단일주택형 698가구로 구성됐다 8월에

는 광산구쌍암동에 공급되는첨단 중흥

S클래스 420가구가 분양될예정이며 9

월에는옛 남구청 부지에 제일풍경채가

공급된다 임동률기자exian@

하반기광주 나주혁신도시

1만여가구 신규 분양임대

지난해보다 25% 증가

3일 롯데백화점광주점지하 1층안내데스크에서직원이쇼핑객에게우산을빌려주는

서비스를하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우산빌려주기등이벤트

전자부품광산업등수출기업영업이익곤두박질

10085원까지급락  환햇지도못하고 발동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