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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도입등채용환경변화에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상당수가 아직 하반

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채용을 확정한 기업들이 지난 해 하

반기와비교해채용규모를늘릴계획이어

서일자리는증가할전망이다

취업포털잡코리아는 22일 국내매출액

상위 500대기업을대상으로 2017년하반

기 4년대졸정규신입직채용계획을조사

한결과채용계획을확정한곳은 155개로

전체의 374%에그쳤다

대졸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02%(125개)였고 나머지 324%

(134개)는 아직 채용 진행 여부를 결정하

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해 8월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

246개 가운데 대졸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힌곳이전체의547%에달한것과비교

하면저조한수치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외식 관련 기업 가

운데 667%가대졸공채를실시할것이라

고밝혀가장높은비율을나타낸반면경

기불황과 구조조정 여파를 겪고 있는 기

계철강업과조선중공업은각각 3분의 2

가채용계획이없다고답했다

하지만채용규모는지난해보다커질전

망이다 특히 잡코리아가 분석한 2017년

하반기대졸정규신입직채용을진행하는

155개 기업의 채용인원은 총 2만389명으

로한기업당평균131명의신규인력을충

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하반기 신

규 채용 규모 1만7491명보다 166% 증가

한수준이다

이번에 조사된 기업 중 올 하반기 대졸

정규 신입직 인력 채용규모가 가장 클 것

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전기전자업종으로

총 6025명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동차운수(3030명) 식음료외식

(1940명) 유통무역(1920명) 금융(1909

명) 공기업(1706명) 제조(1681명)의 순으

로집계됐다

하반기 대졸 신입직 공채시기는 9월에

진행하는 기업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 8월에 진행한 기업도 148%로 나타

났다 10월이 123%로뒤를이었으며시기

를정하지않았다는응답도 161%로높은

편이었다

한편 올 하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직 평

균 연봉은 3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

별로는 ▲IT정보통신 4014만원 ▲조선

중공업 4383만원▲기계철강 4173만원▲

금융 4143만원▲건설 4098만원▲석유화

학 4015만원 등이 대졸 초임 수준 4000만

원대를넘겼다

이외에도 ▲제조업 3835만원 ▲유통무

역3751만원▲전기전자3729만원▲자동

차 3704만원 ▲기타 서비스업 3700만원

▲식음료외식 3489만원순이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하반기대기업공채16% 평균초임3920만원

삼성전자가 IoTAI 기반 스마트홈 시

대를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오는 9월 16일 독일 베를

린에서개최되는 IFA 2017에서 음성인식

과인공지능(AI)을기반으로한사용자경

험 혁신 등 주요 서비스들을 소개한다고

22일밝혔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모든 가전 제

품에 스마트 기능을 탑재해 연결성을 확

대하고 개별 스마트 가전의 사용자 경험

을 강화해 기기간 또는 서비스 연동이 주

는부가가치를극대화할예정이다

패밀리허브냉장고는자연어처리가가

능한 음성인식 기반의 AI를 적용해 주방

공간에최적화된허브역할을하도록디자

인됐다 음성을 통해 필요한 레시피를 찾

아 요리를 하고 필요한 식자재를 주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집안에 있는 여러

제품을 연결해 음성만으로도 제어할 수

있도록 진화할 예정이다 가령 이용자가

로봇 청소기를 주방에 불러 청소를 시키

거나 요리를 하면서도 추천 세탁코스를

안내받아세탁기를작동시킬수있다

현재삼성전자제품뿐만아니라스마트

씽즈와연동가능한약 130개의제품이제

어가능하며(미국기준) 향후서비스를지

속확대해나갈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의 매각가격 인하 여부를

논의할 주주협의회가하루 연기된 가운

데 상표권 사용조건을 새로운 주식매매

계약(SPA)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

이될것으로보인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계자는 22일

더블스타와 협의할 게 남아 있어 주주

협의회를 내일로 연기했다며 내일로

하기로 했지만 또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협의회에서 채권단은 더블

스타가요구한금호타이어매각가격 인

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더블스타

는최근금호타이어의실적이약속한것

보다 더 나빠졌다며 매각가격을 종전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162% 낮

춰달라고요구했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 후 각자의 입장

을서면으로산업은행에보내가격인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더블스타와 다시 SPA를 체결해야 한

다

이때 상표권 사용조건을 어떻게 반영

할지가논란이될것으로예상된다

당초에는 상표권의 사용 요율은 매출

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사용후 15

년 추가 사용이었으나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표권 사용

조건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박 회장

이 제시한 안인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 20년으로결론이났다

단 채권단이당초더블스타가요구했

던요율과의차이를금호타이어에 보전

해주기로 해보전금액은 최대 2700억원

이 된다 협상 후 사용조건으로 변경

SPA를 체결하면 채권단은 매각가격을

1550억원 깎아주고 추가로 2700억원을

주기로약속한셈이된다

결국 채권단의수중에들어오는돈은

5300억원으로 줄어들어 헐값 매각이

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또 더블

스타가처음요구했던 사용요율 02%

사용기간 5+15년으로하면박회장측

이반발할수있다

지난 2개월이상진통끝에잠정결론

을 본 상표권 사용협상을 재차 해야 하

는일이벌어질수있다는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새로 체결되는

SPA에상표권문제를어떻게처리할지

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어떤 식으

로 하든 어느 한쪽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어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채권단회의연기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엔진+전기모터) 판매호조에힘입어

올해 상반기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2

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6월 제시한

2020년까지세계친환경차시장판매 2

위목표를당초 계획보다 3년여앞당겨

달성했다

22일글로벌시장조사업체 IHS와자

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

난 상반기모두 10만2480대의친환경차

를판매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만5324대)의 2

26배에 이를 뿐 아니라 반기 기준 사상

최대기록이다 불과 6개월만에작년전

체 판매량(10만7822대)에 맞먹는 친환

경차를판매했다

차종별 증가율은 전기차가 1517%

(3948→9936대)로 가장 높았고이어 플

러그인하이브리드 1364%(758→1792

대) 하이브리드 1237%(4만518→9만

659대) 순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

차는 상반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세계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 혼다(8만

780대)를 제치고 토요타(59만8136대)에

이어 2위를차지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의 도약이 돋보

였다

현대기아차는올해상반기르노닛산

(4만4393대)테슬라(3만7842대) BAIC

(1만7033대) 중타이(Zotye1만2084

대) 비야디(BYD1만736대)에 이어 6

위에 올랐다

지난해글로벌 11위에서반년만에중

국 로컬업체 지리(Geely) 장화이

(Jianghuai) 체리(Chery) 장링(Jian�

gling)과폭스바겐등을제치고5계단이

나뛰었다

세계 시장 판매량이 200만대를 넘는

완성차 톱(상위) 10 업체들만 따져도

현대기아차는전기차시장에서지난해

3위에서 2위로올라섰다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카 시장에서

도 현대차(9만659대)는 혼다(8만233대)

를추월해토요타(58만7147대) 다음 2위

를차지했다

현대기아차는 2009년 7월세계최초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포르테하이브리드를출시하며친환경

차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혼다제치고친환경차판매 2위

전기차하이브리드차호조상반기 10만 2480대 팔아

잡코리아조사  155개사 대졸 2만389명 채용

기계철강조선중공업은 3분의 2가 계획 없어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햇사과 아오리(4개 7900원)를 선보

인다 사과품종중가장일찍출하되는아오리사과는식감과향이뛰어나소비자들에게인기

가높다 ㈜광주신세계제공

햇사과 아오리 나왔어요

더블스타 매각가낮춰달라

상표권사용조건반영쟁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광주시가 주최하는 2017 광주

국제식품전에참가할농공상업체를모집

한다고 22일밝혔다

광주국제식품전은 광주시 주최로 오는

11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

벤션센터열린다

광주전남지방청은행사장에중소기업제

품홍보와판로개척 지원을위해 농공상융

합형중소기업관을 설치하고 해외바이어

를초청한수출상담회등을열예정이다

참가업체에는부스임차비와장치비등

이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

업은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홈페이

지공지사항에서신청서를내려받아작성

후오는 9월15일까지제출하면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국제식품전참가

농공상업체모집합니다

있다

374

없다

302

미정

324

단위%

2017하반기대기업대졸신입공채여부

매출액기준500대기업중414개社대상조사결과자료제공잡코리아

하반기대기업대졸초임평균3920만원

조선중공업

기계철강

금융

건설

석유화학

IT정보통신

제조업

유통무역

전기전자

자동차

서비스업

식음료외식

4383

4173

4143

4098

4015

4014

3835

3751

3729

3704

3700

3489만원

삼성전자 IoTAI 스마트홈시대본격화

내달독일 IFA서 음성인식사용자경험혁신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