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18일 금요일제20566호�� 경 제

�코스피236167 (+1341) �금리 (국고채 3년) 180% (002)

�코스닥64211 (+720) �환율 (USD) 113720원 (43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6일

(미국시각) 오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

스에서 개최된 제30회 2017 CIO 100

Awards에서 2년 연속 CIO Awards

를수상했다고 17일밝혔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Awards는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인

IDG(International Data Group)가

65명의글로벌CEO CIO 교수등전문

위원의 심사를 거쳐 ICT 분야에서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가 탁월한 기업

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는

IBM 지멘스 등과 함께 수상하는 영예

를안았다

특히 2017 CIO 100 Awards에전력

회사로는 유일하게 한국전력이 선정됐

으며 지능형계량인프라(AMI)의 요소

기술개발노력과상용화에서그혁신성

과를인정받았다

한국전력은그동안 350만개전력계량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기반의소프트웨어및관련시스템

(MDMS)을 개발하였고 도시 농어촌

등다양한원격검침현장에서적용할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근거리무선

(WiSUN) 등 AMI 기반통신 기술도

개발하였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은행(은행장김한)은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CBRC)로부터 중국 무

석사무소설립에대한인가서를지난 14

일에 받았고 연내 중국 무석사무소를

정식개소할예정이라고밝혔다

중국 무석시는 강소성 내 경제규모 3

위이자 1인당 GDP 순위 1위 도시로 중

국경제성장률을견인하고있으며 현재

한국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 현대모

비스 LG하우시스 LS전선 등 대기업

과 현대차 기아차의 협력 기업 등 다수

의중소기업이진출해있다

개소 예정인 중국 무석사무소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및 신

사업 연구개발 활동 등을 수행하며 광

주은행의 강점인 중소기업 및 개인대상

소매금융시장조사를위해중국지방은

행과도협력할예정이다

한편 광주은행이 속한 JB금융그룹

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주요 거점 진출을 완료했으며

중국 강소성 주요 도시의 금융투자기업

과상호협력을위한포괄적업무협약체

결을준비하는등맞춤형사업을추진하

기위해역량을집중하고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올 중국무석사무소개소

강소성내경제규모 3위현대기아차 SK 등 진출

한전 2년 연속 CIO 어워즈수상

세계적리서치기관 IDG ICT 창의혁신성과기업선정

동부그룹이 그룹명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동부그룹은그룹

명인 동부를 다른 명칭으로 교체하기

로하고실무작업을진행중이다

동부그룹의 사명 교체는 구조조정 과

정에서일부계열사가떨어져나간이후

그룹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쇄신하기 위

한것으로알려졌다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부건

설과동부제철 동부팜한농등이그룹에

서 계열분리됐다 동부란 브랜드에 대

한 사용 권한을 동부건설이 갖고 있어

브랜드사용료문제가불거질수있다는

점도 사명 변경 검토의 이유 중 하나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차세대수소전기자동차

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친환경차 시장

공략및입지를더욱확대한다 글로벌시

장에친환경차를 2020년까지현재 14종에

서 31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대차는 17일서울여의도한강공원에

문을 연 수소전기하우스에서 진일보한

연료전지시스템을 바탕으로 성능이 향상

된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

개했다 또 63컨벤션센터에서 차세대 수

소전기차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그룹 차

원의 친환경차개발전략을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

지 않아 차세대 친환경차로 주목 받는 전

기차와수소전기차의기술수준을혁신적

으로 끌어올리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

한 다양한 노력으로 미래 무공해 친환경

차시대에적극대응한다는계획이다

내년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차세대 수소

전기차는현대차가지금까지쌓아온친환

경차 전기동력시스템 기술력 한 단계 진

보한수소연료전지시스템그리고미래자

동차 기술까지 현대차의 최고 기술력을

총집결했다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핵심

기술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효율 성

능 내구저장등 4가지부문에서모두기

존투싼수소전기차대비대폭개선됐다

우선연료전지의성능및수소이용률의

업그레이드와 부품의 고효율화를 통해

차세대 수소전기차 시스템 효율 60%를

달성 기존 553% 대비 약 9% 향상시켰

다 이를 통해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국내 기준 580km 이상으로 구현할 예정

이다 김대성기자bigkim@

동부그룹 그룹명변경추진

17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63컨벤션센터에서열린현대자동차 차세대수소전기차공개행사에서이광국현대차국내영업본

부장(오른쪽두번째) 등임원진이수소전기차를소개하고있다 현대차제공

현대차세계친환경차시장공략
최초수소전기차공개1회 충전 580km 주행

삼성전자는세계적인모바일기반음악

식별서비스 샤잠(Shazam)의음악검색

기능을 스마트 TV에 탑재해 맞춤형 음악

서비스를제공한다고 17일밝혔다

2017년형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는앞

으로 드라마 영화 오락 음악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를 TV로 시청하는 도중에

검색서비스를통해실시간으로음원정보

를확인할수있다

TV리모컨을 조작해 뮤직 앱(애플리케

이션)에서샤잠음악찾기를실행시키거나

리모컨의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이 노

래 뭐야? 등으로 말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검색했던 음악들은 플레이리스트로 만

들어스마트TV와연동돼있는음악스트

리밍 서비스로 재생해 원곡을 감상할 수

있다삼성스마트 TV는현재멜론벅스

스포티파이 냅스터 디저 등의 음악 스트

리밍 서비스가 지원된다 삼성전자는

2017년형스마트 TV전모델에서이기능

을사용할수있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

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에 우선

서비스된다

이희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

부 상무는 이번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TV시청중에도놓치고싶지않은음악을

식별해 찾아 주는 서비스를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지닌기업들과협력할것이라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해 2분기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

가지수는 지난해 동기대비 빠르게 오른

반면 소매판매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1

0% 이상 감소하며 취약한 경기흐름을 보

였다

17일 통계청이 배포한 2분기 지역경제

동향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올 2분

기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

기와비교해각각 21%올라전국(평균 1

9%)에서가장많이상승했다

광주는 통신 등의 가격은 내렸으나 식

료품비주류음료 교통 교육 등은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21%상승했으며전남지

역 역시 통신 등의 가격은 내렸으나 교

통 식료품비주류음료등의가격이올랐

다

소비자와직접연관된소매판매의경우

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10% 14% 감소

했다 지난 1분기 광주와 전남이 각각 0

2%와 06% 줄어든데이어감소세가커지

고있다

광주는슈퍼마켓과편의점(35) 대형마

트(08%) 등은 늘었으나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38%)과 백화점(30%) 등은 줄

어전년동분기대비차이를키웠다

전남지역은 대형마트(42%)와 슈퍼마

켓 및 편의점(17%) 등은 늘었으나 승용

차및연료소매점(30%) 전문소매점(1

8%) 등은각각감소했다

광공업생산과수출등은지역별로차이

를나타냈지만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어

지역의경기위축을반영했다

광주의광공업생산은자동차및트레일

러 등은 줄었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

상음향통신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03% 증가했다

수출액은 총 37억 달러로 자동차 및 트레

일러 기계장비 고무및플라스틱등의부

진으로전년동분기대비 48%감소했다

전남지역의경우도광공업생산이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등은 늘었으

나 기타 운송장비와 식료품 등이 줄어 전

년동분기대비 26% 감소했다 다행이 수

출액은 총 73억 달러로 화학제품과 석유

정제등이늘어전년동분기대비 71% 증

가해무역수지흑자를유지했다

반면건설수주는아직호황세를나타내

며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광주는 51% 느는데 그쳤지만 전남은

174%포인트나크게뛰었다

한편 광주가 2015년 3분기부터 올해 2

분기까지 2년간 인구 1만9541명이 다른

지역으로빠져나가는등지역의인구유출

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순유출 인구는 2015년 3분기 

2748명 4분기 4692명 2016년 1분기 

1882명 2분기 632명 3분기 1155명 4

분기 4229명 올 1분기 2248명 2분기 

1955명으로 분기마다 유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

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이 주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전남은

2년간 순유출 인구가 169명으로 광주와

비교해그나마선방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물가상승전국최고광주 2년간 2만명유출

통계청광주전남 2분기산업동향전년비 21%P

광공업생산수출감소일자리부족에인구이동지속

김동섭(왼쪽) 한국전력신성장기술본부

장과메리프랜존슨 CIO 100 Awards

총괄 이사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제공

음악검색해주는

삼성 스마트 TV
실시간음원정보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