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제20348호 �
종합해설

전남도의산업구조가도소매업과음식

숙박업중심의기존틀에서벗어나지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성장

이 더디고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등부가가치가높은업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초고령화(전체 인구에

서 65세이상인구가 5분의 1 이상인경우)

사회 진입 등의 원인으로 보건사회복지

업이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광주일보가지난 2004년과 2014년의전

남도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4년 전남도내 사업체 수는 14만

2932개로 2004년에 비해 1만6897개(13

4%) 늘었다

10년간 보건사회복지업이 2784개에서

5076개로 2292개가많아졌으며 제조업이

1만95개에서 1만1885개(1790개) 교육서

비스업이 5171개에서 6074개(913개) 부

동산 및 임대업이 1838개에서 2522개(683

개) 등으로 그뒤를이었다

2004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

소매업(305%)과 음식숙박업(219%)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각각 280% 207%

등을차지 비슷한양상을보였다

일자리창출에기여도가높은제조업의

비중은 80%에서 83%로 03%p 상승했

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 및 보험업

은 10년 전과 같은 12%로 변화가 없었

다

전남도내업체들의영세한규모도여전

했다 2004년 11만681개로 8782%를 차

지했던 4인 이하 업체는 2014년 8387%

(11만9870개)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300

명 이상 업체는 2004년 53개에서 2014년

83개로증가해대기업유치에는어느정도

성과를냈다

업체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65만

6218명으로 2004년에 비해 17만6525명

(368%)이늘었다

시군별로는 2014년 여수(2만2457개)

목포(2만532개)순천(1만9834개) 등이

각각 157% 144% 139%를 차지해 전

남도 절반에 가까운 440%의 비중을 보

였다 이에반해곡성과구례는각각 2026

개 2236개로 1%대를간신히유지했다

여성종사자는 2004년 19만5047명에서

2014년 25만9733명으로증가했으며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

식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

서비중이높았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도 산업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이 절반

10년전 체제 그대로  제조업 83% 금융보험업 12% 여전히 취약

광주의대표주력산업이며지역전략산

업이었던 광산업(光産業)이 휘청거리고

있다 광산업연구개발과기반구축에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매출 하락

은물론고용인력도감소하는등산업지표

가급속히악화하고있다는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김옥자(국민광산 3) 의원

은 13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2011년부

터 2013년까지 전국 광산업 매출은 22%

증가한반면광주는4%증가에그쳤다고

지적했다

성장률(20102013년)도 국내 연평균

157%늘었으나광주는22%증가한데불

과했다 고용인원도 전국 평균 16% 증가

했지만 광주는 2%에그쳤다

광주시가김의원에게제출한광산업중

장기발전전략계획서에서도업체수와매

출 모두 2013년 360곳과 2조7105억원을

최고를기록한후이후급감했다

2014년은 업체 수와 매출이 306곳 2조

3626억원으로전년대비 54곳(15%) 3479

억원(128%)이나 줄었다 지난해는 하향

세가더두드러져 288곳과 2조2507억원으

로 추락했다 그나마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LED의 경우 국내 매출액 10위안에 드는

기업이한곳도없다

여기에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이나 원래

소재 지역으로 이전하는 역외유출 기업

도 상당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

은 2011년 대비 76개의 업체가 폐업하거

나 이전을 했고 1395명이 일자리를 잃었

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비와 시비 등 혈

세지원은꾸준히늘고있다 2012년 70억

원에서 2014년 126억원 지난해 193억원

올해는 203억원이 지원됐거나 지원할 계

획이다 예산 지원 속에서도 광산업이 빛

을보지못하고있는셈이다

광주시관계자는 LED 등일부분야에

서 저가 중국산 공세 등으로 성장세가 둔

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통신 광

학기기 등으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장기 발

전방향으로광산업을기반으로한광의료

전장부품 에너지사업등융복합을통한

신산업 위주로 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산업지표 급속 악화  광주 광산업 휘청

김옥자 시의원 예산지원 늘지만 매출 하락고용인력 감소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를 총결산하는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15

16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열린

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페스티벌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카트 모터사이클 드

리프트 포뮬러 코지 등 다양한 종목의

차량 300여대가 참가한다 메인 클래스

인코리아르망(KLM)은차종과무관하

게마력수를기준으로참가등급을구분

하고 1시간동안주행거리로순위를정

하는경주다

6200cc급 스톡카를 비롯해 포르셰

BMW M3 벨로스터 등이 참가한다

전남 GT 클래스는 출력 규제가 없어

고출력 슈퍼카가 참가하는 대회다 6랩

(바퀴수)을 가장빨리통과하는차량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페라리 458 스쿠데

리아람보르기니아벤타도르등세계적

명차들로기량을겨룬다 국내모터사이

클대회 KSB1000은 1000cc의배기량

에서뿜어져나오는굉음과코스를따라

좌우로넘어질듯질주하는바이크의스

피드로 자동차 경주에서 볼 수 없는 독

특한매력을선사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영암서 열린다

1516일 F1 경주장서

2004년2014년 사업체 비교

13일광주북구각화초병설유치원에서열린 아토피천식예방관리를위한천연피누만들기교실에참가한유치원생들이직

접만든비누를들어보이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고사리손으로만든아토피예방비누

광주지역제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하

고 있는 뿌리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이설립된다

광주시는 13일뿌리산업육성산실역

할을 할 사단법인 광주뿌리산업진흥회

를설립할계획이라고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

공(塑性加工)표면처리열처리등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6대 기초 공정

산업을말한다

자동차 1대를만드는데부품수기준

90%(2만2500개) 무게 기준 86%(136t)

비중을 차지하는등제조업의근간이기

도 하다 진흥회는 남부대학교 산학협

력단이주관이되고광주테크노파크 전

남대산학협력단 중소기업융합 광주전

남연합회등이참여한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광주 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전문기관 뜬다

사단법인 뿌리산업진흥회 설립

<28%> <207%>

강진에 27홀 규모의골프장과 타운하

우스를갖춘골프리조트가들어선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13일 강진군청에

서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회장 김호

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과 골프리조트

건설투자협약을했다

협약에 따라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

은 강진 도암면 학장리 일대 147만에

550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해양 조

망형대중제골프장 27홀과타운하우스

등을갖춘 골프리조트를건설한다

골프리조트가 완공되면 지역 주민

200여명이새일자리를갖게돼 청년이

돌아오는전남실현과지역경제활성화

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강진군과 주민은 2005년부터 골프장

투자유치를추진 2012년에는대지매입

과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

으나불황등으로착공이지연되다가이

번에투자자를찾으면서사업추진이탄

력을받게됐다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은 1989년 설

립됐으며목포에본사를둔향토기업근

화건설㈜의자회사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이날 고마미지㈜

와도 40억원대투자협약을했다 고마미

지는강진산단 6000에 2019년까지배

추김치등절임식품밑반찬 음료등가

공시설을갖춘농산물공장을짓는다

강진남철희기자choul@

다산베아채CC 강진에 27홀 골프장리조트 건설

전남도군과 550억 투자협약

이낙연전남지사와김호남(가운데) 다산베아채CC(주) 회장 강진원강진군수가 13

일 강진군청에서강진베아채골프리조트조성을위한 550억원의투자협약을체결

하고있다 전남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