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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광주와 전남지역의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내며 상승세

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도 흑자를 보

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

이고있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주동필)가 발표한 2017년 3분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3

분기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48% 증가한 121억3000만 달러 수

입은 204% 증가한 85억2000만달러를나

타냈다 무역수지 역시 36억1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세계적

인 경기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

어성장세로반등한이후 그 추세를이어

가고있는것이다

특히수출증가세가두드러지는데광주

의수출은 40억1000만달러를기록하며전

년동기대비 154%증가했다

품목별로는자동차가주요국수출호조

로 275% 증가했으며반도체도수요가지

속되고단가가상승하면서 153% 늘어수

출을이끌었다

국가별로는반도체수출이감소한싱가

포르(105%)와 말레이시아(187%)를

제외하고 미국(182%)과 중국(464%) 필

리핀(222%) 대만(478%) 등대부분주요

수출국이증가세를보였다

전남 역시 81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45%증가했다

철강판을제외한대부분의주력품목이

증가세를보인가운데석유제품이수출단

가상승지속및미국허리케인피해로인

한 생산차질에 힘입어 179% 증가 상승

세를주도했다 합성수지와기타석유화학

제품역시각각 178%와 446% 증가했다

국가별로도 중국(214%) 일본(38%)

마셜제도(963%) 미국(307%) 등 대부분

국가에서증가세를지속했다

무역협회는 광주의 자동차와 반도체

전남의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등 주력 품

목이 골고루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3분기

광주전남의 두자릿수 수출 증가를 이끌

었다고분석했다

주동필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

로전남수출이선전하고있는가운데 3분

기 들어 광주도 자동차와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보이고있어 4분기지역수출전망

을밝게하고있다고말했다

그는 또 경기불황에 따라 지속된 수출

감소세가최근플러스로전환되며반등하

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 남은기간에도

수출회복세가지속돼지역경제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

다고전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수출 웃음꽃

3분기 광주전남전년보다 148%36억달러흑자

中日美등 주요국고르게증가수입은 204% 늘어

광주전남분기별수출증가율추이(전년동기대비 %)

광주 (163분기)67%(4분기)83%(171분기)37%(2분기)49%(3분기)154%

전남 (163분기)128%(4분기)52%(171분기)174%(2분기) 71%(3분기)145%

<자료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제공>

기업형임대주택의성공적인롤모델

이되고있는첨단대라수아파트 123

차의연이은완판에이어오는 27일 첨

단 대라수(綏)어썸씨티가 견본주택을

열고분양에나선다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첨단대

라수(綏) 어썸씨티는 안심주택으로 중

도금무이자와최고의교통 생활 자연

환경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

고 지하철 2호선(쌍암역)이 예정돼 있

어 역세권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데 모

두 507세대(아파트 291 아파텔 216)로

기존의첨단대라수 788세대(1차 300세

대 2차 196세대 3차 292세대)를 포함

해 1295세대의대단위아파트촌이조성

된다

특히 남향위주의 배치로 일조권조

망권확보까지기대되고전세대친환경

황토공법시공과층간소음방지제 주방

블루투스 오디오 국내 아파트 최초 입

출입 관제 시스템 등은 입주민들의 맞

춤형주거공간으로손색이없다

첨단 대라수(綏)어썸씨티는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의 장기임대주택과는 차

원이다른기업형임대주택으로서중산

층의 주거 고민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

대를모으고있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광주도시철

도 상무역 세정아울렛 맞은편 부근에

위치해있다 김대성기자bigkim@

8년 안심거주 첨단 대라수어썸씨티

교통환경생활인프라탁월507세대 공급

광주은행적금출시이벤트경품시상

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병래) 광주지원

은오는 25일 오후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크리에이티브 1센터에서 광주전남 유망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7

년 광주전남 모의 크라우드펀딩 IR대

회를개최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

한 자금수요자가 온라인중개사의 플랫폼

을통해불특정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

해투자환경이열악한지역기업에게안정

적이고간편하게자금을조달견실한기업

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광주창조경제

혁신센터로부터광주전남유망스타트업

및창업기업26개사를추천을받아크라우

드펀딩관련교육및기업설명회발표자료

등을검토 본 대회에참가할 10개사를선

정한다 최종 포상대상자는 온라인중개

사펀딩성공 CEO 및 벤쳐캐피탈로 구성

된 전문평가단과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4

개사가선정된다 최재호기자 lion@

로또복권 (제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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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833468036

2 44199063

3 1208926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21

66

2413

111938

176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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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모의크라우드펀딩대회

금호타이어는신임회장에김종호전

금호타이어 사장이 신임 사장에 우리

은행출신한용성씨가선임됐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9일 채권단으로

부터 이런 신임 경영진 선임 결과를 통

보받았다

김종호 회장은 1976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뒤 영업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092012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

장을역임했다사장재임당시워크아웃

을하던채권단과긴밀히협조해경영성

과를거둔사실을고려해회장으로선임

했다는 게 채권단의

설명이다

한용성 사장은

19832010년 우리

은행에서 일하며 대

우그룹담당팀장 기

업개선부장 등을 거

쳤다 2014년이후코

리아에셋투자증권 부회장으로서 투자은

행(IB)부문을총괄했다 이번경영진인사

는다음달 1일열리는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될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으로 오

종순(64) (주)금성건설대표이사를추대

했다

오 당선인은 당선인사에서 전남 전

문건설인의 내실경영과 생존권 수호

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이어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

계약자공동도급및소규모복합공사전

문발주의무화와관

급공사의낙찰률상

향을 추진하겠다

며 표준시장단가

제도를현실화해전

문건설의 생존권을

수호해 나가겠다

고강조했다

오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11월1일부

터 3년간이다 김대성기자bigkim@

금호타이어회장김종호사장한용성씨선임

대한전문건설협전남도회회장에오종순씨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0일

해피라이프여행스케치적금 출시기념

2차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고 본점에서

당첨고객에대한경품증정식을가졌다

해피라이프여행스케치적금 출시를

기념해 8월 25일까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

로실시했던지난1차이벤트에이어이번

2차이벤트는 8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가입한고객을대상으로진행하여추첨을

통해 선정된 2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커

플해외왕복항공권을각각전달했다

한편 광주은행과 하나투어가 금융과

여행의 만남 이라는 컨셉트로 지난 8월 1

일 새롭게 출시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

치적금는▲하나투어지정대리점여행

상품 결제금액의 3% 캐쉬백 ▲광주은행

카드로 해당 여행상품 결제 및 해외 사용

시 이용금액의 05% 추가 캐쉬백 ▲적금

가입기간 중 환전 시 최대 70%까지 환율

우대 서비스 ▲하나투어 그룹사 SM면세

점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며 현재 1만번

째 2만번째 가입고객에게는 여행마일리

지제공이벤트도진행하고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수있는판매전이열린다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23일

부터 29일까지 백화점 1층 문화광장에서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을 연다고 22

일밝혔다

2017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열리는판매전에는지역 16개중소기업이

참여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안마기와

발마사지기 전동 운동기 등 소형가전과

크리스탈 주얼리 가방 팔찌 등 패션뷰

티 제품 천연비누 바디클렌저 샴푸 등

생활용품이다

이번행사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

협력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으며 11년

째 이어져 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자신들

의제품홍보와판매뿐아니라백화점입점

이나 대형유통업체 진출 등 기회도 얻을

수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번 행사를 통

해새로운판로를확보하고대기업과의상

생 및 동반성장의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기웅기자 pboxer@

지역우수中企제품한자리에

광주신세계 29일까지 판매전

25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김종호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