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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멈추고손님끊기고…지역경제 신음
신종코로나여파에부품부족기아차 금호타이어잇단휴업

가짜뉴스에롯데아울렛매출62%급감…소상공인도큰타격

광주전남지역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진자가잇따라발생하면서마스크품귀현상이이어지고있다.롯데마트는광주

전남지역9개점포에서마스크구매량을1인5개로한정해판매하고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확산하

면서광주지역대표산업중하나인자동

차와타이어공장이멈춰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으로 지

역실물경제가타격을받고있다.

◇멈춰선자동차타이어공장=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아차자동차는노사협의에따라10일부

터 11일까지2일간광주공장을비롯한소

하리,화성등모든공장이휴업에들어간

다.

광주공장군수라인은정상적으로가동

하고,부품수급상황을고려해인기차종

K5와쏘렌토,모하비등을생산하는화성

공장은11일부터우선가동을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도10일버스와트럭을생산하는

전주공장의일부버스생산라인을제외한

모든공장이휴업에돌입한다.

현대기아차등국내자동차업계가잇

달아 휴업을 하면서 부품 협력사인 금호

타이어도광주공장과곡성공장,평택공장

등국내사업장의생산을지난 8일부터 9

일까지중단하기도했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업계는배선뭉치로불리는 와이

어링 하니스 (Wiring harness) 재고가

소진됨에 감산휴업에 들어가는 등 생산

에차질을빚고있다.

와이어링하니스를공급하는협력업체

들이주력공장을중국에두고있는상황

에서중국정부의휴업연장에따라부품

생산과국내공급이끊겼기때문이다.

다행이 중국이 춘제 연휴를 연장하지

않고 일부 공장이 가동에 나서면서 일단

한숨은돌렸지만,여전히안심할수없는

상황이다.

당분간중국부품공장의정상가동을기

대하기 어려운 데다, 부품을 생산하더라

도운송기사확보와도로통제를뚫는등

수송문제를해결해야하기때문이다.

특히 이미 국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어서 기아차 광주공장을 비롯한 국내 자

동차공장들이휴업이후다시생산에들

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의분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공장별 가

동시점은중국현지공장과부품수급상

황등을감안해야하는만큼조금더상황

을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

◇유통업계소상공인 직격탄=지역 화

훼업계와꽃가게등소상공인들은신종코

로나 여파로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

소연기되면서일년대목을날렸다.

광주원예농협서구풍암동화훼공판장

에따르면출하량이크게줄면서꽃가격

은반토막이났다.

이날 기준 도미니카 장미 특1등 1단

(10송이)평균가격은5126원으로지난해

(8898원)보다 42.3%떨어졌다.이날거

래된 같은 품종 장미 거래량도 39.3%

(1591속→965속)감소했다.

더욱이16번째환자가근무했다는가짜

뉴스에롯데아울렛마트광주수완점은매

출이곤두박질치면서피해가극심하다.

지난 4일오후부터가짜뉴스가광범위

하게 확산하면서 5∼6일 해당아웃렛매

출은지난해설직후인지난 2월 13∼14

일과비교해무려 62%줄었다. 아웃렛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롯데마트 역시 매

출이50%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광주신세계 역시 5~

10% 상당매출이줄었고,롯데마트와이

마트 등 광주지역 대형마트도 20∼30%

감소했다.

광주신세계와롯데백화점광주점이신

종코로나 여파로 10일 휴점에 들어가면

매출은더감소할전망이다.

이처럼 광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생

산에차질이빚어지면서금호타이어를비

롯한 지역 내 협력업체로 피해가 이어질

수있는데다,유통업계를비롯한소상공

인의피해가겹치면서광주지역전반적인

경제지표가하락세를면치못할것이라는

우려가나오고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 오픈하고모아라! 이벤트

오픈뱅킹계좌 5만개돌파

1만500명편의점상품권

올해 디지털영업강화를내건광주은

행이오픈뱅킹등록계좌 5만개를넘겼다.

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은오는한달

여 동안 오픈뱅킹 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를연다.

9일 광주은행에따르면 6일 기준해당

오픈뱅킹등록계좌는 5만8320개,가입자

는2만6101명으로집계됐다.

광주은행은오픈뱅킹수요를선점하기

위해 10일부터다음달 3월29일까지 오

픈하고모아라! 이벤트를진행한다.

광주은행오픈뱅킹서비스최초가입한

뒤 다른 은행에서 광주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하면행사에참여할수있다. 광주은

행스마트뱅킹에서오픈뱅킹에가입할때

화면에 나오는 알림 팝업창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은행은매주선착순1500명,7주간

총1만500명에GS25편의점3000원상품

권을준다.

당첨자는광주은행홈페이지에서확인

할수있으며매주월요일을기준으로광

주은행에등록된휴대번호로상품권이전

송된다.

조정민디지털마케팅부장은 단순히타

행계좌를조회하고이체하는수준을넘어

오픈뱅킹에특화된서비스와상품을선보

이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

정몽구회장 美자동차명예의전당 헌액

한국인최초차산업최고상

헨리포드 칼벤츠등수상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사진>이

세계 자동차산업 최고의 권위인 자동차

명예의 전당 (Automotive Hall of

Fame)에한국인최초로헌액된다.

9일현대차에따르면1939년설립된미

국 자동차명예의전당은세계자동차역

사에 남을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바탕으

로자동차산업과모빌리티발전에중대한

기여를한인물을엄선해수여하고있다.

역대주요수상자로는 1967년포드창

립자헨리포드(Henry Ford)와 1969년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984년 벤츠 창립자 칼 벤츠

(Karl FriedrichBenz), 1989년혼다창

립자 소이치로 혼다(本田宗一郞), 2018

년도요타창립자키이치로도요타(豊田

喜一郞) 등이다.시상식은오는 7월디트

로이트에서열릴예정이다.

자동차명예의전당측은 정몽구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을성공의반열에올린업

계의리더다며 기

아차의 성공적 회

생, 글로벌 생산기

지확대,고효율사

업구조 구축 등 성

과를 낸 정 회장은

자동차산업의전설

적인물들과어깨를

나란히한다고헌액이유를밝혔다.

정 회장은 국내 경제와 자동차산업 발

전을위해끊임없이도전한인물로평가

된다. IMF당시국내자동차업계가위기

를 겪는 상황에서 기아차를 인수해 성공

적으로회생해세계적인자동차기업으로

육성했고, 2010년 현대기아자동차를글

로벌톱 5업체로성장시켰다.

세계 주요 지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

는등명운을건도전으로유례없는빠른

성장을 기록했고,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건설 시 국내 부품업체도 공동 진출하도

록해부품업체경쟁력을확대하는등국

내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형 생태계를 구

축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효성그룹 3년만에영업이익다시1조돌파

(주)효성등5개사41.8%증가…글로벌시장서성과

효성그룹 주력 5개사의 영업이익이

41.8%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다시 1조원

을돌파했다.

9일효성그룹의효성지주사및사업회

사잠정실적공시에따르면㈜효성을비

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

첨단소재㈜,효성화학㈜등 5개사의지난

해총매출은 18조119억원으로, 영업이익

은전년 7125억원보다41.8%증가한1조

102억원으로집계됐다.

지주사인㈜효성은매출 3조3813억원,

영업이익 2447억원으로 각각 12.6%,

57.9%씩증가했다.

효성티앤에스㈜가글로벌시장공략확

대에따라역대최고실적을달성하는등

연결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됐고, 일

부 사업회사들의 호실적에 따른 지분법

수익도확대되면서실적이개선됐다는분

석이다.

금융 IT회사인효성티앤에스는미국과

러시아 등 해외판매가 늘면서 역대 연간

최고 실적인 매출 9433억원, 영업이익

972억원을달성했다.

또글로벌1위스판텍스생산기업인효

성티앤씨㈜도지난해 9월부터본격가동

하기 시작한 인도 공장을 비롯해 해외법

인들의 판매량 확대로 수익이 확대돼 실

적을끌어올렸다.지난해매출 5조 9831

억원,영업이익 3229억원을달성했다.

효성중공업㈜은 건설 부문에서 주거,

정비사업, 토목등안정적인우량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대돼 매출 3조 7814억

원,영업이익 1303억원을달성했다.

효성화학㈜은폴리에스터필름이생산

성수율이개선돼판매수익이확대됐고,

폴리케톤도 전년 대비 50% 이상 판매가

늘었다.연매출 1조8125억원, 영업이익

1539억원을기록했다.

재계에서는취임 3년째인조현준회장

의 글로벌 경영이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나온다.

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조 회장이

ATM제조전문기업인효성티앤에스해

외판매확대를주도했고, 그결과전세계

30여개국주요대형은행에ATM을공급

하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NCS컨설팅사업 참여기업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2020년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고9일밝혔다.

기업이NCS를도입하게되면직무능력

중심의효과적인인재채용과체계적인교

육훈련에 따른 재직자 역량강화가 가능

해진다.

우선광주상의는올해20개사를선착순

모집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에

컨설팅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

다. /박기웅기자pboxer@

로또복권 (제89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7 12 22 26 36 2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1,619,922,520 13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6,610,196 62

3 5개숫자일치 1,463,650 2,398

4 4개숫자일치 50 000 121,076

5 3개숫자일치 5,000 1,996,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