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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1222 (324) �금리 (국고채 3년) 123% (+001)

�코스닥70812 (+309) �환율 (USD) 113590원 (51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쌍용자동차가(대표이사 최종식)가 티

볼리 코란도C 코란도 스포츠와 같은 주

력 SUV를대상으로 삼바에디션을출시

하고본격적인판매에들어갔다고21일밝

혔다

삼바에디션은한여름의뜨거운정열을

반영한모델로▲삼바컬러를활용한전용

데칼 ▲수출용 윙로고엠블럼 ▲스피닝휠

캡등유니크한이미지를느낄수있는아

이템이공통적용됐다

주요 사양으로는 티볼리에 전후면 스

키드플레이트와 안개등 몰딩 코란도C에

LED 도어 스커프와 휴대폰 무선충전기

코란도스포츠 22에 넛지바와 스포츠알로

이페달등이다

아울러 쌍용차는 중소형 SUV 라인업

을 위한 신규 외장컬러로 갤럭시그린을

선보였다 갤럭시그린은코란도 C와 티볼

리 브랜드에 적용될 외장 컬러로 모던한

느낌이강조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상품 구성면에서는

소비자들이선호하는사양을모아상대적

으로저렴하게출시했기때문에좋은반응

을기대하고있다고설명했다

삼바에디션 모델의 판매가격은 ▲코란

도C 2748만원 ▲코란도스포츠2674만원

▲티볼리가솔린 2030만원▲티볼리디젤

2310만원이다 티볼리는 오는 8월 말 그

외차종은 9월말까지한정적판매된다

한편쌍용차는이번삼바에디션출시를

기념해 브라질 여행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쿨서머삼바페스티벌 등다양

한혜택의고객감사이벤트를개최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코란도스포츠삼바에디션 쌍용자동차제공

정열의쌍용 SUV 타고휴가떠나요

티볼리등삼바입힌에디션출시 89월 한정판매

중국 저장성 취저우시에 효성그룹의

이름을딴 효성대로가만들어졌다 기

업투자에 대한 감사표시로취저우시가

이름을 붙인 도로다 효성의 중국 투자

는 스판덱스부터 자동금융거래단말기

(ATM)까지 범위를 넓혀 현지화에 성

공했다는평가를받는다

효성은 21일 중국 사업을 이끄는 조

현준 전략본부장(사장)은 19일 중국 저

장(浙江)성 취저우(衢州)시에서 천신 취

저우시당서기와만나효성의중국사업

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

다

조사장은천당서기에게효성의중국

내 주요 사업과 투자 내용을 소개하고

스판덱스 삼불화질소(NF3) 중전기 등

주력사업에대해의견을나눴다

조 사장은 효성은 90년대 후반중국

에 처음 진출한 이후 20년 가까이 성공

적으로사업을진행해왔다며 취저우

지역에 건설 중인 스판덱스공장과 NF

3 공장역시중국내주요생산기지의한

축으로키워나갈것이라고말했다

천 당서기는 효성이 한국 기업으로

는처음으로취저우시에반도체핵심소

재인 NF3와 성장엔진인스판덱스사업

을 투자해줘 매우 고맙다며 효성과

취저우시가발전할수있는미래를꿈꾸

자고말했다

취저우시는각산업분야별산업단지

를조성하는등기업투자를유치하기위

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시내 중심도로에

효성대로란이름을붙이기도했다

조 사장은 90년대 후반 스판덱스 사

업의 글로벌 넘버1이 되려면 우선 중국

시장부터 공략해야 한다며 C(China)

프로젝트팀을직접구성해중국시장에

뛰어들었다

그결과효성의스판덱스사업은저장

성 자싱 스판덱스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지 5년 만인 2007년 중국 시장

내점유율 1위로올라섰다

이를 발판으로 효성은 2010년 이후

글로벌 1위 스판덱스 메이커의 지위를

유지하고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법인들이 생산 영

업 구매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현지인

을 주요 보직에 등용하는 등 현지화 전

략을 적극 추진했고 이들 중국법인은

이후건설된효성의전세계생산기지의

롤모델이되고있다고효성은설명했다

조사장은최근정보통신PG장으로서

중국 ATM 시장에대한공략도가속화

하고있다

정보통신 사업확대의 전초기지를 중

국으로삼고지난해후이저우공장을설

립했다 후이저우 ATM공장은 지난 3

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로써 효

성은 중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글

로벌ATM수요에적극대응할수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보태 저장성 취

저우 지역에 스판덱스(연산 1만6000t

규모)와 NF3(연산 1500t 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총 20개

법인과 6개사무소를갖추게된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포스코가올해2분기연결기준매출12

조 8574억원 영업이익 6785억원을 기록

해양호한성과를냈다

21일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포스코는

E&C 에너지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

은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철강

ICT 소재부문의경영실적개선으로연

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32% 28%증가했다고설명했다

특히 철강 부문의 영업이익은 그동안

큰폭의적자를내던해외철강법인의합

산영업이익이2분기에들면서흑자로전

환됨에 따라 전분기 대비 331% 증가했

다

지난해 3991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해

외 철강법인은 지난 1분기 적자규모를

423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이번 2분기에

는전분기 대비 529억원증가한 106억원

의흑자를기록했다

중국스테인리스스틸생산법인인장가

항포항불수강은 니켈 등 원료가 인상에

따른 판매가 상승으로 전분기에 이어 흑

자 기조를 이어갔고 인도네시아의 PT

Krakatau POSCO와베트남의 POSCO

SSVina는적자폭을대폭줄였다

포스코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각각 42% 224% 증가한 6

조 96억원과 7127억원으로나타났다

보유 주식의 주가하락에 따른 자산손

상및환율변동에따른외화부채평가손

실 등이 반영돼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

비 304%감소한 3105억원을기록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은 WP(월드프

리미엄) 등고부가가치제품판매량확대

및판매가상승에힘입어전분기대비 1

8%p상승한 119%를기록했다

이는 2012년 2분기 이래 최고 수준이

다 제품생산부터판매까지고객의사용

가치를 고려한 솔루션마케팅이 본격화

되면서 철강 본원경쟁력이 강화된 결과

라는평가다

WP제품 판매량은 지난 분기 대비 15

만 7000톤이 늘어 383만 9000톤을 기록

했고 전체제품판매에서WP제품이 차

지하는 비중은 452%로 전 분기 대비 0

7%p상승했다

재무건전성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

다 부채비율의경우연결기준 759%로

2010년 이래 최저수준이고 별도 기준은

192%로창업이래가장낮은수준을유

지했다 2014년 이래 지속 추진해 온 사

업구조 혁신 작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

고있다

중국 청도포금강재 가공센터 매각 포

스코AST포스코P&S 합병 그린가스

텍포스코합병등 2분기중완료된것들

은포함해 2014년이후올상반기까지 45

개계열사의구조조정을추진했다

여기에 자산 구조조정 36건을 합치면

2017년까지 계획된 전체 구조조정 목표

149건 중 81건이 완료된 셈이다 포스코

는 올 하반기에 국내외 28개의 계열사와

13건의자산을추가정리할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pyj4079@

철강경기침체속포스코실적개선

2분기 연결매출 12조원전분기보다 32%

해외철강흑자전환부채비율 6년래최저

중국 취저우市에 효성대로 생겼다

중국취저우시가기업투자에대한감사표시로효성그룹의이름을딴 효성대로

조현준효성사장방문

당서기만나협력논의

생산전진기지만들겠다

광주전남지역의 올해 상반기 일자리

증가폭이전국최하위수준인것으로조사

됐다 새로운 일자리도 없고 전체 일자리

수도다른지역에비해턱없이부족했다

21일 취업포털잡코리아가상반기자사

사이트에등록된채용공고를분석해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지난 1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된 채용공고는

7만2058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 7만1633

건 보다 425건(06%) 늘었고 전남은 3만

977건으로 지난해 2만8939건보다 2038건

(45%)증가했다

광주의경우아시아문화전당개관등으

로 미디어광고문화예술(330건 증가)

과 제조통신화학건설(1839건) 분야가

증가했고 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IT정보통신(2667)분야일

자리공고가많았다 특히 조선 경기의 침

체로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한 울산시와

경상남도를제외하면광주전남은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신규 채용 공고가 적은 곳

에 해당 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총 437만

4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

었고지자체별로보면증가율이가장높은

곳은세종로지난해보다 656% 늘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일할곳없는광주전남

잡코리아조사일자리증가폭전국최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