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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수출9년전으로후퇴
올 1분기전년동기보다5.5%감소 116억4000만달러

반도체 냉장고 석유제품등주력품목부진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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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1분기수출액현황
<단위:억달러>

광주전남기업들의수출실적이 9년 전

으로후퇴했다.특히수출주력품목의부

진이이어지면서 1분기무역수지흑자규

모는전년같은기간보다크게감소했다.

21일광주일보가최근 10년간무역통계

수출입동향을분석한결과,올해1분기광

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116억4253만 달러, 수입은

0.4% 증가한 94억5858만 달러로무역수

지는 21억8395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전년 같은 기간 무역수지 28억9403

만달러보다5.3%감소한것이다.

지역별로광주수출은33억6816만달러

를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 4.0% 감소했

다. 전남수출은 82억7437만달러를기록

해전년동기대비 6.1%감소했다.

이같은수출실적은 9년전인2011년1

분기132억6825만달러보다12.3%(16억

2572만 달러) 줄어든수치다. 이는광주

전남수출환경이 9년 전으로되돌아갔다

는의미다.

연도별로 1분기수출실적은광주의경

우 2011년 32억3327만달러에서 2012년

34억3061만달러, 2013년38억4370만달

러로증가세를보이다가 2014년 38억283

만달러, 2015년 38억2178만달러, 2016

년34억9801만달러, 2017년36억2655만

달러로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35억

0859만달러, 올해 33억6816만 달러로 2

년연속하락했다.

전남수출은큰폭으로감소했다. 2011

년100억3497만달러, 2013년104억7046

만달러로 100억달러를돌파했던전남은

2014년 95억2730만달러, 2015년 77억

1836만달러, 2016년66억7350만달러로3

년사이에 36.3%(37억9696만달러) 줄어

들었다.이후2017년78억3189만달러, 지

난해88억752만달러로회복세를보이다가

올해다시하락세(-6.1%)로돌아섰다.

수출실적의 9년 전으로의회귀는수출

주력품목의부진이요인이다.

광주는전년대비반도체와냉장고수출

이각각20.5%, 6.1%감소했다.고무제품

(-13.5%), 금형(-23.1%), 자동차부품

(-23.8%)의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

다. 다만,전체수출의 38.9%를차지하는

자동차수출이쏘울등 SUV의수출호조

에힘입어 4.0%증가한수준이다.

국가별로는반도체수출비중이높은중

국(-23.0%)과말레이시아(-3.9%)수출은

감소했고, 미국은 27.1%로증가했다.

전남은철강판수출은수출단가상승및

신흥국 수요 증가로 8.0% 증가한데 반해,

수출비중이가장큰석유제품은전년대비

수출이2.5%감소했다.합성수지는13.9%,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은 5.8%줄었다.

국가별로일본(-5.1%)과중국(-5.0%)

수출이감소했다.석유제품수출이늘면서

미국은96.4%증가했고,철강판수출호조

에힘입어인도수출도5.6%증가했다.

주동필무역협회광주전남본부장은 올

들어글로벌경쟁심화등대외수출여건

이악화돼광주전남수출역시영향을받

았다며 광주의주력품목인자동차가선

전하고전남은철강판수출증가세와석유

제품 수출 단가 상승으로 수출 회복 조짐

이보인다고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KJ카드개인고객 가정의달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KJ카드

개인고객을대상으로 22일부터6월9일

까지 2019년가정의달이벤트를실시

한다고밝혔다.

이번이벤트는▲신용카드5.6.9무이

자할부혜택▲체크카드5000원모바일

쿠폰 혜택▲해외이용액 5% 캐시백 혜

택총 3가지이벤트로진행한다.

신용카드 5.6.9 무이자 할부 혜택 기

간내이벤트에응모하고,개인신용카드

로할부거래이용시 2~5개월전액무이

자, 최대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혜

택을제공한다.

체크카드5000원모바일쿠폰혜택기

간내이벤트에응모하고,개인체크카드

로 6대 업종(음식점, 인터넷쇼핑몰, 편

의점,슈퍼마켓,대형할인점,백화점)에

서합산 10만원이상이용시추첨을통

해500명에게GS편의점5000원권모바

일쿠폰을제공한다.

해외이용액 5% 캐시백 혜택 기간 내

이벤트에응모하고,개인신용카드및개

인체크카드로해외이용액 20만원이상

이용시 5%캐시백이제공된다.캐시백

은고객별최대 2만원까지가능하다.

이벤트응모는광주은행홈페이지,가

까운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

고, 한번응모로세가지이벤트에동시

에참여할수있다.

이벤트에대한자세한내용은광주은

행홈페이지(www.kjbank.com)또는

광주은행고객센터(1577-3650)를통해

확인가능하다.

광주은행김재중카드사업부장은 이

번가정의달이벤트는소비가늘어나는

5월을 맞아 고객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있게최대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부터 캐시백까지 알짜배기 혜택으

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현

명한소비에든든한힘이되는광주은행

KJ카드가되겠다고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캠코광주전남본부 전직원 청렴선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

역본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 선

언에동참했다.

캠코광주전남본부는지난 19일지역

본부에서홍창의본부장을비롯한직원

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청렴선언식을

했다.

이날행사에서모든직원은청렴역량

강화와 실천으로 부패발생 제로 캠코

를실현하기로다짐했다.또국가인권위

원회인권교육전문강사인오미섭박사

를초청, 조직내인권감수성향상에대

한특강도진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롯데백화점광주점1층모자매장에서고객이라피아소재의모자상품을착용해보고있다.야

자나무나열대나무의라피아의잎을말려가공한천연소재인라피아는가볍고시원해봄여름

철인기가높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오이솔루션,삼성전자에

5G기지국용광모듈공급

광주지역 코스닥 상장사 오이솔루션이

삼성전자에5G이동통신기지국용광모듈

을공급한다.

오이솔루션은지난 19일계약을금융감

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삼성전자와 네트

워크장비판매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공

시했다.

계약금액은약 131억원으로, 지난해연

결매출액의 16.12%규모다.계약기간은

다음달24일부터오는 7월24일까지다.

광통신기업인오이솔루션은광트랜시버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814억여원, 영업이익 3억여

원,당기순이익 26억여원을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볍고시원한 라피아모자

광주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8가구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

도에서청년신혼부부를대상으로 기존주

택 매입 임대주택(이하 매입 임대주택)

2844가구의입주자를모집한다고21일밝

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

사) 등공공주택사업자가다가구다세대

주택등을사들인뒤보수재건축해청년

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임대료로싸게빌려주는공공주택

을말한다.

광주지역은 청년 23가구, 신혼부부 25

가구이다. 전남은신혼부부 4가구와매입

임대리츠 1가구다.

청년대상매입임대주택의경우 19~39

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20년까지거주할수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무주택신혼

부부(혼인 7년 이내)와 6세 이하 자녀를

둔한부모가족이입주대상이다.

국토부관계자는 각공공주택사업자가

5월중입주자신청을받고이르면 7월부

터입주가가능하다며 결혼식이많은가

을을앞두고집을마련하는예비신혼부부

나 2학기개강에앞둔대학생수요가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85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15 17 19 43 44 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2,269,510,500 9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5,807,636 61

3 5개숫자일치 1,683,614 2,022

4 4개숫자일치 50 000 102,532

5 3개숫자일치 5,000 1,765,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