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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인조현준효성사장 3

남 조현상 부사장 등 총수

일가와이상운부회장이효

성사내이사로재선임됐다

효성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본사에서제61기 정

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

사선임안과재무제표승인 이사보수한도승

인등모든안건을원안대로통과시켰다고 20

일밝혔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KDI 국제정책

대학원 초빙교수)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으

며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

원으로동결했다

이 날 이상운 부회장은 올해는 효성이 창

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시장과

고객이필요로하는것을면밀히살피고전사

적인 역량을 집중해 고객가치를 높이는 회사

로 인정받겠다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고

객 협력사와의동반성장에힘써일자리창출

과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다고강조했다

한편 효성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 12조4585억원 영업이익 9502억

원으로연간최대실적을기록했다고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땅끝마을 해남에서 핀 향긋한 매화 향기가 상춘객들

에게완연한봄날의추억을남겼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해남 보해 매실농원에서 열린 땅끝매화 축제

<사진>가 2만여명이방문하는등성료됐다고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맞은 땅끝매화축제는 국내최대규

모의 보해매실농원에서 매년 매화꽃 만개 시기에 펼쳐

지는해남의봄철대표축제로문화공연과체험행사등

다양한즐길거리와함께진행되었다

특히보해양조㈜는축제방문객들에게매화축제에서

소중한추억을선사하고자지역사진동호회와연계 사

진촬영이벤트를전개하여이목을끌었다이번이벤트

는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해양조㈜ 인스타그램

을통한사전사연공모로진행되었으며 가족 연인 친

구등과기념촬영을원하는많은네티즌들의참여가이

어졌다

이들중특별한사연을가진총 8개팀을선발하여매

화가만발한매화터널에서기념촬영을진행했으며 촬

영된 사진은 보정과 액자 작업까지 거쳐 참여자들에게

배송될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8일 오전 제

주(한림읍) 금악변환소에서 세계 최대 송

전용량 초전도케이블 시스템을 전력계통

에 연계하여 실증을 개시하는 초전도 전

력기기新사업화출정식을가졌다

출정식에는조환익한전사장을비롯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

관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중국국가전망 일본동경전력등정부산

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

석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초전도 전력

기술이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치

기했다

이번에 준공된 154kV 600MVA 초전

도케이블전력설비는세계최대송전용량

으로서 금악변환소와 한림변전소간 실계

통에 1km연계되어올해 10월까지 7개월

간의실증을거칠예정이다

실증이 완료되면 한전은 현재 세계 최

고 수준인 미국 롱아일랜드 138kV 574

MVA초전도케이블을뛰어넘는세계최

고의 초전도 케이블 기술을 보유하게 되

며 초전도 전력기기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위치를확보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한전은 올해를 초전도 전력기술

상용화의원년으로삼고실증을끝낸AC

23kV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상용화를 추

진하고있다

한전 주도로 추진중인 AC 23kV 초전

도 전력케이블의 상용화 사업은 154kV

신갈변전소와 흥덕변전소의 23kV 1km

구간에초전도전력케이블을연결해변전

소간 부하공급능력을 공유함으로써 전력

공급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전은 초전도 전력케이블

시장의본격적인형성을유도하고초전도

기술 발전의 마중물 역할과 함께 차세대

송배전 시스템 기술기반을 마련할 계획

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봄날의추억흩날린 보해 땅끝매화축제

한전 세계 최대초전도전력기술실증

154kV 600MVA 설비 제주서 7개월간

효성 조석래회장등

사내이사 4명 재선임

정부가 연내에 도입할 방침인 외국인 고용

부담금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89%가 반대한

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

중소기업 620개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

과 890%가반대했다고 20일밝혔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이란 외국인을 고용하

는중소기업이일정금액을정부에내도록하

는제도로 외국인근로자유입을줄이겠다는

취지에서추진되고있다

고용부담금제도입에반대하는중소기업들

은 업체의 비용부담증가(678%)를 가장 중

요한이유로꼽았다 연합뉴스

외국인고용부담금제도

中企 89% 도입반대

로또복권 (제6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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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1555036388

2 33227274

3 1133739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10

78

2286

102474

15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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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서 트럭을 이

용해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 정모(36)

씨는 올해 초 큰 맘먹고 1t트럭 봉고를

샀다 정씨는 장사도 어느정도 되고 물

건을 떼로 공판장에도 가야하고 노점상

의 특성상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야만 하

기때문에새차를구입했다고말했다

최근소형트럭도경상용차(작은차량

중상업용으로쓰이는차량) 보다는 1t트

럭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저유가에 소형

트럭이라도 연비가 뛰어난 경상용차보

다는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1t트럭의 판

매가꾸준히늘어나고있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t트럭의

대명사인 기아차의 봉고 판매량이 ▲

2012년 4만7946대 ▲2013년 5만1428대

▲2014년 5만5107대 ▲2015년 6만1863

대등으로꾸준히늘어나는추세다

봉고는 올 1월 4847대 판매된 데 이어

2월에는 4165대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지난해(1월 4982대 2월 4096대)와 비슷

한수준이다

현대차의 1t트럭 포터 역시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포터는 ▲2012년 8만7308

대 ▲2013년 9만2029대 ▲2014년 9만

5698대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난

해에는 9만9743대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올 들어서도 포터는 안정적인 판매량

을 유지하고 있다 1월에는 8632대 2월

에는 7098대의판매실적을올렸다지난

해(1월 8860대 2월 6873대)와비슷한수

준이다

반면 대표적인 생계형 차종으로 꼽히

는 한국GM의 경상용차 라보와 다마

스판매는상대적으로부진한모습이다

이들두차종의판매량을합산하면▲

2010년 1만3264대 ▲2011년 1만3008대

▲2012년 1만3908대▲2013년 2만662대

에달했다하지만판매량이지난2014년

7277대로 크게 줄어든 뒤 지난해에도 1

만1980대에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판매량이 ▲1월 758대

▲2월 858대등누적기준1616대로지난

해 12월 누적 판매량(1938대)보다 줄

어들었다 이 처럼 경상용차보다 1t트럭

의판매량이더늘고있는데는저유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푸드트럭등노점상행위에대한규

제가완화되자개량이용이한소형트럭

의수요가늘어난때문으로보인다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따르면 자동

차용 경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2013년 17296원 2014년 16367원에서

지난해 12996원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

서도 1월 11573원 2월 11011원 등으로

하락세를보였다

LPG 역시 2013년 10708원 2014년

10512원 지난해 8064원 등으로하락하

는추세이지만경유의낙폭이더큰양상

이다포터는디젤차량이고봉고는디젤

LPG 라보와다마스는 LPG차량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사는차인만큼기름값에민감할수

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생계형 트럭이

라 하더라도 연비보다는 상대적으로 용

량을 고려하는 만큼 1t트럭을 선호하는

것같다고밝혔다

그는또 저유가에힘입어경상용차보

다는 1t트럭 등 보다 큰 차에 대한 수요

가늘고있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현대 1t트럭

불황타고씽씽

저유가푸드트럭허용등

규제완화에수요꾸준히증가

기아 봉고 지난해 6만1863대

현대포터 9만9743대 판매 최고

매실농원이틀간 2만여명찾아

조석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