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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상장사12곳직원줄고급여늘었다
코로나이후 120명감축…한전한전KPS는 1417명늘어

14개사평균연봉 2600만원2년전보다 350만원 15.5%↑

금호에이치티한전KPS다스코는임원연봉60%대올려

회사명 2019 2021 증감

금호타이어 4867 4613 -254

금호에이치티 512 484 -28

화천기공 346 322 -24

다스코 250 229 -21

대유플러스 130 121 -9

광주신세계 175 168 -7

부국철강 60 53 -7

보해양조 228 230 2

대유에이텍 296 307 11

DSR제강 121 165 44

우리종금 155 221 66

금호건설 1094 1201 107

한전KPS 6219 6625 406

한국전력공사 2만2322 2만3333 1011

합계 3만6775 3만8072 1297

<자료: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광주전남코스피상장사직원현황
<반기보고서기준,단위:명>

올해 상반기 기준 광주전남 상장사 14곳 직원

수가코로나19가국내확산하기전인지난 2019년

보다1300명가량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

이는공기업인한국전력공사와한전KPS를포함한

통계로, 이들을제외한12개사는총 120명의인력

을감축했다.

14개사직원의평균급여는2600만원가량으로,

2년전보다15.5%(350만원)올랐다.

26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광주

전남유가증권상장사14개사(한전포함)의올상

반기기준총직원수는3만8072명으로,코로나19

가유행하기전인 2019년같은기간(3만6775명)

보다1297명(3.5%)증가했다.

이같은증가는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있는한

전과한전KPS의채용증가영향을받았다.

국내최대공기업한국전력의직원수는2019년

상반기 2만2322명에서 올해 2만3333명으로,

1011명(4.5%) 증가했다. 한전 그룹사인 한전

KPS도 6219명에서 6625명으로, 406명

(6.5%)늘었다.

한전과한전KPS외에도금호건설직원은107명

(9.8%)증가한1201명으로공시됐고,우리종금은

66명(42.6%) 늘어난 221명으로 집계됐다. DSR

제강은44명(36.4%)증가한165명,대유에이텍은

11명(3.7%) 늘어난 307명, 보해양조는 2명

(0.9%)증가한230명으로공시했다.

반면금호타이어직원은올상반기기준4613명

으로, 2년 전(4867명)보다 254명(-5.2%) 감소

했다.

14개사가운데 2년전보다직원수가줄어든회

사는금호타이어와▲금호에이치티28명(512명→

484명) ▲화천기공 24명(346명→322명) ▲다스

코21명(250명→229명)▲대유플러스9명(130명

→121명)▲광주신세계7명(175명→168명)▲부

국철강7명(60명→53명) 등 7개사였다.

공기업인 한전과 한전KPS를 제외하면 12개사

의직원은 2년새 120명줄어든셈이다.

올상반기기준광주전남상장기업 14개사의 1

인당평균급여는2571만원으로, 2년전인 2019년

상반기(2225만원)에 비해서는 345만원

(15.5%)상승했다. 14개사의연간급여총액은 1

조5310억원으로,2년전(1조3828억원)보다1483

억원(10.7%)증가했다.

한전과한전KPS를뺀 12개사의직원평균연봉

은 2019년 2110만원에서 2년 뒤 2457만원으로,

346만원(16.4%)올랐다.

14개 상장사의 임원 수(이사감사, 미등기 포

함)는총 100명으로2년전과같았다.이들의평균

보수액은 올 상반기 기준 8345만원으로, 2년 전

(7900만원)보다445만원(5.3%)상승했다.

임원평균연봉이가장많이오른곳은금호에이

치티로, 35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2년 새

65.7%(2300만원) 인상했다.

금호에이치티에 이어 ▲한전KPS 65.1%

(4033만원→6659만원) ▲다스코 61.7%(1억700

만원→1억7300만원) ▲광주신세계 19.4%

(6200만원→7400만원) ▲한전 18.3%(5890만원

→6970만원) ▲화천기공 12.8%(1억2655만원→

1억4278만원) ▲우리종금 8.3%(3600만원→

3900만원) ▲부국철강 0.9%(1억1100만원→1억

1200만원) 등순으로증가율이높았다.

금호타이어(-54.8%), 대유플러스(-40.6%),

대유에이텍(-30.4%), DSR제강(-29.7%), 보해

양조(-26.5%), 금호건설(-19.7%) 등 6개사는 2

년전보다평균연봉이깎였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상생온라인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모집

광주경제고용진흥원

8월30일~9월12일개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오는 30일부터 9월12일

까지14일간 광주상생온라인일자리박람회를개

최하고, 참여할기업을모집한다고26일밝혔다.

이번박람회는코로나19감염확산우려에따라

온라인으로진행되며,취업전문포털사이트 인크

루트를통해운영된다.

전자자동차와에너지, 상생일자리등 3개분야

에대한매칭구인구직자를발굴해경직된채용시

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계획으로, 다양한 취업성

공콘텐츠(취업전략배우기 및 이력서 작성법 등)

도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이메일(jh2ilit@gepa.or.kr)로다음달12일까지

참가신청서를제출하면무료로이용할수있다.참

가신청서는광주경제고용진흥원홈페이지공지사

항에서내려받을수있다.

한편진흥원은오는 10월27일부터 11일10일까

지 광주전남합동온라인일자리박람회 등을 추진

할방침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김치냉장고 딤채 신제품출시

면연력높이는숙성알고리즘탑재

위니아딤채는새김치숙성알고리즘이적용된

2022년형 김치냉장고 딤채 신제품을 출시했다

고26일밝혔다.

이번신제품은신제품은 10대김치전문숙성모

드와 함께 숙성 김치의 항산화능(활성산소 제거

능력)을초기보관김치대비 2배이상높일수있

는새숙성알고리즘이적용됐으며,±0.1℃독자

초정밀 정온기술도 향상됐다고 위니아딤채는 설

명했다.

보르도스페셜 룸을탑재한4도어5룸플래그십

모델은본연의보관, 숙성등기능뿐아니라와인

을종류별로선택보관할수있고,소주와맥주도

전문적으로보관해주는기능을갖췄다.

이밖에막걸리와과일청을직접만들어보관가

능한발효숙성모드를딤채스탠드및뚜껑형모델

에 적용했고, 이유식 재료와 샐러드의 맞춤 보관

과고기의감칠맛을살리는빙온숙성모드등스마

트기능도탑재했다.

딤채신제품은청자와백자에서착안한색감과

전통직물삼베의텍스처를살린패턴을적용해한

국적인아름다움을기획했다.

2022년형김치냉장고 딤채는총 74종으로스

탠드형 49종 출하가 190만~470만원대, 뚜껑형

25종출하가는70만~170만원대다.

김혁표위니아딤채대표는 이번신제품은위니

아딤채만의초정밀정온기술과김치숙성기술까

지 향상된 제품이라며 한국 고유의 디자인까지

더해 김치냉장고 1등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일것이라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노사, 2021단체교섭조인식…경영정상화지혜모을것

금호타이어노사양측대표인정일택대표이사(왼쪽)와황용필대표지회장이단체교섭약정서에서명한

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금호타이어제공>

금호타이어는 26일광주공장에서노사대표및

교섭위원이참석한가운데조인식을갖고2021년

단체교섭을최종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와

김도형금속노조광주전남수석부지부장,사측대

표위원인김명선생산기술본부장,노측황용필대

표지회장등 16명이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이번교섭이친환경미래차중심

으로급변하는패러다임속에서원재료가상승,선

임급등,미국반덤핑관세등위기상황극복은물

론,국내공장경쟁력확보와미래비전까지폭넓은

합의를이뤄냈다는데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

정일택대표이사는 최종합의에이르기까지우

여곡절이 많았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위해지혜를모아해결책을만들어

나가자고밝혔다.

황용필대표지회장은 이번교섭을통해노사가

합의했던 부분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며 우리사

주분배관련해하루빨리사원들에게배정될수있

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 /박기웅기자pboxer@

와인보관하고과일청발효숙성시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