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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52343 (+2150) �금리 (국고채 3년) 216% (+003)

�코스닥69420 (+452) �환율 (USD) 112040원 (42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과징금이두배로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과징금고시를개정해다음달 1

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규

제대상인대규모유통업체는다수의사업

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사업연도소매업종매출액이 1000억

원이상이거나소매업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

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

쇼핑업체들이이에해당한다

개정 고시에는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

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하

는내용이담겼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

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

(140%) 등으로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됐지만 자진 시

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

폭내려간다

가령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

단에도움이되는자료를제출하는등 조

사에 협조할 때에 30% 이내에서 과징금

을 줄여줬지만 앞으로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줄어든다

연합뉴스

지난 9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율은 전

년 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남은 소폭 감

소한것으로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9

월산업활동동향자료에따르면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은전년동월대비 134% 증가

했고전월대비 79%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분야 중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음료 등은 감소했으나 자

동차 기계장비 고무및플라스틱등이증

가해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전기장비 등은 감소했으

나 자동차 금속가공 기계장비등의증가

에힘입어 128%증가했다

9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

식료품 화학제품 등이 증가했으나 기계

장비 1차금속 운송장비 등의 감소로 전

년 동월대비 27% 감소했고 전월대비 4

0% 증가했다

생산자제품출하는기계장비운송장비

종이제품 등은 증가했으나 1차금속 석유

정제 화학제품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

비 27%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화학제품 금속가

공 식료품 등은 증가한 반면 1차금속 석

유정제 고무및플라스틱등이감소로 15

0%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대형마트불공정행위과징금두배로

공정위오늘부터자진 시정과징금강경률 30%20%로

광주 광공업생산전년비 134% 쑥

전자부품컴퓨터자동차등늘어전남은 79% 뚝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3일부

터 27일까지 알제리와 모로코에서 한국

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 및

KOTRA(사장 김재홍)와 함께 협력중소

기업 10개사와 북아프리카 지역 판로확

대를위한수출촉진회를개최했다

한전은 이번 수출촉진회 기간 동안 전

력 신기술 세미나를 열고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여 한전의 마이크로그리드 S�

CADA DAS 등 전력 신기술의 우수성

을 소개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기술과제품을홍보했다

한편 수출촉진회 참여 중소기업들은

현지바이어와 1대 1 비즈니스미팅을통

해 총 91건의 상담을 통해 1만4483만달

어의수출상담실적을올렸다

인텍전기전자(주)는 알제리 5개 전력

회사와 차단기(LBS) 등 3600대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협상을 진행하는 등 북아

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한 청신호를 밝혔

다 특히 이번해외시장개척단에서는태

양광 ESS 등신재생분야중소기업의해

외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동 주

관기관인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함께모

로코의 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협회

(FENELEC)와 사업협력을 위한 MOU

를체결했다

한전관계자는 앞으로도우수중소기

업의 해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

여해외시장수출판로를동반개척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마련하여 전

력산업의지속가능한동반성장에앞장설

것이다고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한전 모로코서수출촉진회

북아프리카판로확대참여中企 1만4483만달러상담실적

삼성전자가전세계반도체시장의 수

퍼 호황에 힘입어 올 3분기에 다시 매

출영업이익순이익에서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트리플크라운을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은 매출 20조

원 영업이익 10조원에 육박한 동시에

영업이익률 50%를 돌파해 신기원을

열었다

삼성전자는지난 79월연결기준확

정 실적으로 매출 62조500억원 영업이

익 14조5300억원을 기록했다고지난 31

일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5조

2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전분기의 14조700억원마저 넘어서면서

한분기만에또다시사상최고치를갈아

치웠다

매출액은지난해같은기간(47조8200

억원)보다 298% 늘었으며 전분기에

비해서도 17% 증가했다 순이익은 11

조1900억원으로집계됐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을 뜻하는 영업이익률은 작년 3분기

(109%)보다 무려 125%포인트 급등한

234%를 나타냈다 100원 어치를 팔아

이익으로 234원을남긴셈으로 역시사

상최고치다

사업별로는 반도체 부문에서 9조9600

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체 영업이익

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1분기 6조

3100억원 2분기 8조310억원에 이어 다

시역대최고실적을다시써냈다지난해

3분기에는3조465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반도체타고날다
매출 20조영업익 10조영업이익률 50% 트리플크라운

지역경제의 장기불황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을 여력마저 없

어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

서 보증기관의 변제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광주시

의회에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르

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9

월) 빚을갚지못한보증사고건수는 4509

건에 금액만 531억원이나 됐다 지난해에

만 신청된 보증채무이행청구는 1663건으

로 2015년(1502건)보다 161건 비율로는

107% 증가했다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해 재단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은 이른바 대위변제(代位辨

濟)건수 역시 같은기간 3831건으로 358억

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대비 대위변제 건

수 비율도 85%에 달해 보증사고가 난 10

건 중 9건가량은 재단이 빚을 갚아줬다는

의미다

이에따라광주신보는채무감면회수캠

페인실시와구상실익이없는특수채권은

추심전문기관에 위임해 회수율을 높이기

로했다

또 채무자 상환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채무감면과 신용회복

을 조기 지원하고 은닉재산 파악 채권보

전조치강화등강온책을구사할계획이

다

문제의 심각성은 보증사고나 대위변제

비율이매년증가하고있다는데있다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15년 3

10%와 234%에서올해는396%와 250%

로급증했다

광주신보의 보증 건수는 올 9월 기준

2670억원 지난해는 3568억원이었다 현

재 보증잔액 규모는 3만6312건에 금액은

5947억원이다

전남의경우도상황이비슷한것으로알

려지고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경기불황

이 계속되면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

을여력마저없어중소기업을중심으로보

증채무를 못갚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

로알고있다고전했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용보증

대상자대부분이중소기업인이나영세자

영업자 등 소상공인이고 보증사고가 잦

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나 가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

다 김대성기자bigkim@

코스피가 지난 31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째종가최고치를경신하며

고공비행을이어갔다 이날코스피는전

날보다 2150포인트(086%) 오른 2523

43에거래를마쳤다

이는 전날 세운 기존 종가 최고치 기

록 250193을 20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것이다

전날 사상 처음 2500선을 넘기며 마

감한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172포인트

(007%) 내린 250021로출발했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상승세로전환 전고점을넘어섰고오름

폭을더키워 2520대에안착했다

장중 한때는 252832포인트까지치솟

아 역시 전날 나온 장중 최고치 기록

(251387)도다시썼다

코스피는 지난 26일 하루를 제외하고

지난 20일부터이날까지매일종가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무서운 상승

세를과시했다

코스피가 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

스피 전체 시가총액(1642조2850억원)도

하루만에사상최대치를경신했다 전날

미국증시가약세를보였음에도한국중

국관계개선 삼성전자의주주환원정책

발표가투자심리를한껏끌어올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379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3일 연속

사자에나서며상승동력을제공했다

개인은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 188

억원어치를 팔았고 기관은 3959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452포

인트(066%) 상승한 69420으로장을종

료했다

전날 소폭 하락했던 지수는 전장보다

139포인트(020%) 오른 69107로 출발

해 우상향 흐름을 보이며 연중 최고치

행진을이었다 김대성기자bigkim@

신바람코스피 2600 가시권

한중관계개선등호재2150P 올라 252343 기록 행진

팍팍한 中企보증사고 급증

장기불황에이자도못내광주신보전년보다 11% 

대위변제 358억원 재단부담가중전남도상황비슷

한전이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알제리와모로코에서북아프리카지역판로확대를

위한수출촉진회를가졌다알제리수출촉진회에서한전직원들이상담을하고있다

한국전력제공

면 방적업체인 전방은 광주공장의 면

사및면혼방사생산을중단한다고지난

31일자로공시했다

회사 측은 생산 중단 사유로 경영환

경 개선을 위해 생산 집중화를 통한 비

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 도모라고 설명

했다

이어 향후 영암공장으로 일부 설비

이설후생산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방광주공장 면사 생산중단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