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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전라도

정도천년을기념해출시할기념주공모전

이 전국에서 6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

수될 정도로 큰 관심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보해양조는네이밍공모전에접수된약

6000건 중 김영복 씨가 접수한 천년애

(愛)를대상으로선정했다브랜드디자인

부문대상은조선대시각디자인학과이준

혁씨가제출한작품이뽑혔다

네이밍 공모전 대상자인 김영복 씨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축하하는 기념주가

전라도의역사와정신을담아우리모두에

게사랑받는작품이되길기원한다는 뜻

을 담아 천년애(愛)란 이름을 떠올렸다

고밝혔다

브랜드 디자인 부문 대상작인 이준혁

씨의 청년해로 디자인은천년이가도청

년이고 싶다는 의미를 익살스런 그림과

글씨체로표현해높은평가를받았다

네이밍부문금은동상은각각나우진

씨의 한잔즈믄 신연호 씨의 오매(五魅)

천년 좌성택 씨의 천해향으로 결정됐다

브랜드 디자인 부문에서는 채이경 노유

진 김동오이아현씨가각각금은동상

수상자로확정됐다

지난 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

서수상자들은보해공모전에참가하면서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었다고소감을전했다

지난 2월 26일시작한전라도정도천년

기념주공모전에는 6000건에육박하는아

이디어가 접수됐다 공모전 참여열기가

뜨거워접수기간이 16일에서 23일로일주

일연장되기도했다 최재호기자 lion@

지난 5일광주시청에서열린전라도정도천년기념주공모전수상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번공모전에는전국에서6000건

에육박하는아이디어가접수돼참여열기가뜨거웠다 보해양조제공

보해 천년주 이름 6000대 1 뚫은 천년애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

남을 비롯 전국 해당 업종 고용보험 가

입자(취업자)가크게감소했다

9일고용노동부가발표한 3월노동시

장 동향에 따르면 조선업종의 취업자

수는13만2000명으로 전년도같은기간

에 견줘 3만4700명이 줄어 208%의 감

소율을보였다

전달인 2월(221%)보다는 감소율이

13% 포인트 줄었지만 취업자 수 감소

율은 지난해 4월(221%)부터 12개월 연

속 20%대에머물고있는실정이다

조선업 종사자들이 많은 전남지역과

울산경남의 해당 업종 취업자 수 감소

세도여전했다

전남의 경우 취업자 수가 1만3100명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0명 가

량(112%) 취업자수가줄었다

울산은지난해같은달보다 1만800명

(235%) 경남도 2만1100명(239%)가량

취업자수가줄었다

전북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로 900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서 조선업종 취업자 수가 700명까지 줄

었다

취업자규모가가장큰제조업은지난

해같은기간보다 3300명 줄었다 선박

항공기철도차량을만드는 기타운송장

비 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기계식

품 제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달

취업자가 3만1500명늘었다

자동차제조업에서 취업자 수는 미국

의 판매 부진으로 지난달 5200명 줄었

다 지난 1월취업자수는 2200명이 2월

에는 3300명이각각작년같은기간보다

줄면서감소폭이확대되는추세다

전 업종을망라한 3월전체취업자수

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29만7000

명) 증가한 1297만8000명을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업 고용시장은 한겨울

3월 취업자 13만2천명 전년비 208% 전남도 감소세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

닥상장기업들의지난해경영실적은어땠

을까 상당수 기업들은 심각한 실적 부진

에시달리면서영업이익이전년도대비급

감한것으로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 실적 온도차한국

거래소 광주사무소가 9일 코스피 상장 광

주전남 기업 13개사의 2017년 결산 실

적을분석한결과 지난해매출액은 64조

568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64% 감소

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415%

(3조3131억원) 6165%(2조8184억원) 감

소했다

매출액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공사(92

8%)를 제외하면 매출액은 197% 감소했

고순이익은 2041% 감소했다

분석 대상기업 13개사 중 12개사는 순

이익흑자를냈지만대유플러스는적자를

기록했다

대유플러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전년보다

38억2700만원감소해적자전환했고당기

순손실도 77억7100만원을기록했다

보해양조는지난해영업이익(개별기준)

이 24억8100만원으로전년적자에서흑자

로 돌아섰다 매출액은 988억5100만원으

로 1403% 줄었으나 당기순이익은 111억

1500만원으로흑자전환했다

조선내화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에

견줘370억2300만원이줄면서흑자에서적

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도 62억6200만

원으로전년도에비해4326%나감소했다

전년도에비해영업이익이늘어난곳은

광주신세계(043%) 화천기공(11900%)

동아에스텍(3250%) 한전KPS(5851%)

보해양조 등 5곳에불과했다 2016년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은 보

해양조(744%포인트) 한전KPS(477%포

인트) 화천기공(281%포인트) 광주신세

계(021%포인트) 등의순이었다

금융업인광주은행과우리종금 금호타

이어 세화아이엠씨는 분석 대상에서 제

외됐다

특히 상장법인인 세화아이엠씨의 경우

2017회계연도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

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사유가발생한데다 전 대주주및퇴

직임직원들의 320억원규모의횡령배임

혐의가제기된상태다

코스닥 6개사 적자코스닥시장에

상장된광주전남 15개기업의결산결과

총 매출액이 9935억원으로 전년대비 2

2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29억원으로

전년대비 6226% 감소했고 순이익의 경

우243억원으로적자가지속됐다

광 송수신기 제조판매업체 오이솔루

션은 전년도에 비해 영업이익이 68억원

감소하면서 적자로돌아섰다 당기순이익

도 전년보다 82억6700만원 줄어 적자 전

환했다

전년도에비해영업이익이늘어난곳은

서암기계공업 애니젠 골드퍼시픽 남화

토건 와이엔텍 와토스코리아 우리손에

프앤지등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상장기업지난해고전매출영업익 뚝

광주전남 19개社 결산실적 분석한전 제외 매출액 하락

대유플러스조선내화 영업익 적자코스닥 6곳 순익 243억

광주신세계 209647 210424 56290 56047 043 47846 45554 503

대유에이텍 375357 346860 11586 13722 1556 4589 6500 2940

대유플러스 42150 177513 388 3439 ���� 7771 1154 ����

부국철강 146119 140175 1302 2583 4958 2318 3166 2678

화천기공 195264 162723 12147 5547 11900 9459 8743 819

금호에이치티 165485 189734 11008 16481 3321 5434 12888 5784

금호산업 1297393 1352983 30731 41282 2556 8178 119376 9315

동아에스텍 223311 157137 21047 15885 3250 18632 12322 5121

DSR제강 177545 172536 2478 7664 6766 5015 8688 4228

보해양조 98851 114987 2481 5665 흑자전환 11115 6284 흑자전환

조선내화 439188 455717 14216 22807 ���� 6262 11036 4326

한전KPS 1232113 1214304 163168 102940 5851 135482 86657 5634

한국전력공사 59965739 60289581 1553554 4881540 6817 1506852 4261986 6464

합계(13사) 64568164 64984675 1851189 5164272 6415 1753411 4571786 6165

전국(639사) 11003776 10053066 1006304 675990 4886 794379 504036 5760

회사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증감율 2017년 2016년 증감율

광주전남유가증권시장12월결산법인2017사업년도누적영업실적현황(개별)
(단위백만원%) (전국억원)

주) 금융업제외 <한국거래소광주사무소제공>

네이밍 대상 김영복씨디자인은 조선대 이준혁씨

삼성전자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인

2018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을

시작한다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은 사회의 불

편함을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

적아이디어를발굴해직접사회에적용

하기위해지난 2013년부터진행해온사

회공헌공모전이다

이번 공모 분야는 ▲교육 ▲건강의

료▲환경안전▲지역사회등 4가지로

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실현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점

에서다른아이디어공모전과구별된다

결선에 진출한 팀은 아이디어를 현실

화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200만원과 삼

성전자 임직원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지원받을수있다

최종수상자는 아이디어 부문과 임팩

트 부문으로 나뉘며 수상팀에게는 총 2

억원상당의상금과지원금이지원된다

이 중 임팩트 부문상은 과거 수상팀

중 올해 가장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

한팀에게주어진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달 17일 오후 6시까지 삼성 투모로

우 솔루션 홈페이지(wwwtomorrow�

solutionsorg)로접수하면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더 나은 세상 향한 아이디어 찾아요

삼성전자 투모로우 솔루션4개분야 내달 17일까지 공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호남지역 건설

현장과 지하시설물 안전업무를 전담할

건설안전국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지역

발전지원팀을 신설 운영에들어갔다고 9

일밝혔다

건설안전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던기존건설관리실의기능을강화

지하시설물에대한안전업무도담당한다

건설관리과와 건설안전과 등 2개과로 나

눠운영된다

또 건설지원과 내 지역발전지원팀을신

설하고 익산청 직원과 전남전북도 파견

직원으로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익산청

과지자체와의가교역할을하면서지역의

요구사항을 수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조치다

익산청은 올해 전라도 정도 1000년과

전라도방문의해를맞아지역축제지원방

안 지역별 맞춤형 사업 등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흥 익산국토관리청장은 익산국토

청이지역의안전을책임지고지역발전을

선도해가는기관이될수있도록힘을쏟

겠다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익산국토청 조직개편

건설안전국지역발전팀 신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산구와 평동산

단과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입주업체

직원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업체들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속연수 5

년미만직원의기숙사로제공하면임차

료(월세)를 기업당 10명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임차비의 80%) 내에

서지원한다

신청임원중입사 6개월미만신규채

용자비율이 20% 이상으로나머지월세

20%와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기업이

부담해야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상의 평동소촌산단 업체 기숙사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