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기는올해

2분기연결영업이

익이 1천452억원

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8% 감소한

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24일공시했다.

매출액은1조9천577억원으로8.2%늘

고당기순이익은3천67억원으로133.5%

증가했다.전분기보다는매출이7.8%,영

업이익이40.1%줄어들었다.

삼성전기는 정보기술(IT) 업황 둔화

와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수요회

복 지연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

명했다.

부문별로는MLCC가포함된컴포넌트

부문매출이전년동기대비10%,전분기

대비7%감소한7천816억원이었다.스마

트폰업체등주요IT거래선의수요둔화

가MLCC 매출감소로이어졌다고회사

는전했다.

모듈 부문 매출은 오포, 비보, 샤오미

등중화권업체에카메라모듈을신규공

급하고멀티카메라판매가확대되면서전

년 동기보다 33% 증가한 8천112억원이

었다.

다만갤럭시S10판매둔화로플래그십

모델용카메라와통신모듈공급이줄어

들어전분기대비로는매출이 15% 감소

했다. 기판 부문 매출액은 중앙처리장치

(CPU)와모바일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AP)용 패키지 기판 공급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16%증가한 3천468억원을기

록했다.

삼성전기는 하반기는 MLCC 판매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용

MLCC 공급도지속확대할예정이라며

카메라모듈고사양화도지속할것이라

고전망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지난해부진했던국내고

용상황이올해들어 완만한개선세를보

인다고24일평가했다.

노동부는이날발표한 2019년상반기

노동시장의특징 자료에서 올해상반기

취업자는전년동기대비20만7천명증가

하며지난해고용부진에서벗어나완만

한개선세를보이고있다고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작년 상반기(66.5%)에 이어

1999년통계작성이래가장높은수준이

라고강조했다.

노동부는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증

가세가이어지고있다며 올해상반기상

용직 비중(69.5%)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최대수준이라고설명했다.

이어 올해상반기여성취업자증가가

전체고용증가를견인했다며 여성고용

률(57.4%)과 경제활동 참가율

(59.8%)은 1999년통계작성이래최고

수준이라고부연했다.

노동부는 청년고용률도 13개월연속

증가하고있으며상반기고용률은43.1%

로, 2007년(43.4%) 이후 가장 높은 수

준이라고덧붙였다.

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자료는 대부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재가공한 것으

로, 새로운내용은없다. 올해들어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그러나최근고용상황개선은주로정

부일자리사업의영향에따른것으로,고

용부설명내용은아직본격적인회복세

에접어든것으로보기는어렵다는전문

가들의분석과는다소거리가있다. 노

동부도올해상반기고용지표에일부부

정적인내용이있다는점은인정했다.

노동부는 제조업경기부진및인구감

소등의영향으로핵심근로계층인 40대

의어려움이지속하고있다고분석했다.

또 수출투자부진, 구조조정등의여

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5개월연속감소했다고부연했다.

노동부는지난2년동안최저임금대폭

인상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줄었다고밝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면서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격

차가완화하고있다고강조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자동차의지속가능경영보고

서가글로벌연차보고서평가에서대상

을동시수상했다.

현대기아차는지난24일 2018 LACP

비전어워드(VisionAwards) 에서각회

사의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디지털/온라

인(Online Report) 부문(현대차)과지

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Report) 부

문(기아차)에서 대상(Platinum

Award)을수상했다고밝혔다.

LACP 비전 어워드는 세계적 마케팅

조사기관인LACP(미국커뮤니케이션연

맹, League of American Communi

cations Professionals)가 주관하는 글

로벌연차보고서및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연대회로 매년 전세계 20여개 국에서

출품되는보고서 1000여개가치열한경

합을벌인다.

대상을수상한두지속가능경영보고서

는 2018 현대자동차지속가능성보고서

(Road to Sustainability) 와 2019 기

아자동차 지속가능 보고서(MOVE) 다.

두보고서는각각8개평가부문중첫인

상, 표지디자인, 최고경영자메시지, 내

용구성, 재무보고, 창의성, 정보의접근

성등7개부문에서최고점수를받았다.

현대기아차는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지속가능경영에대한회

사의의지와성과를투명하게공개한다는

취지로 2003년부터 각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매년발간하고있다.

현대차는 2017년부터 인쇄물 대신 인

터렉티브PDF(Interactive PDF)포맷

으로보고서를발간중이며, 2015년부터

가독성향상과정보의선명한전달을위

해 보고서를 매거진(Magazine) 섹션

과 보고서 섹션으로구분해발간하고있

다.

2018현대차보고서는매거진섹션에

현대자동차연혁 , CSV하이라이트 등

의내용을수록했다. 연혁은현대차창립

50주년 역사를 △The beginnings △

New momentum △Lifetime partner

등세단계로나눠정리했으며,CSV하이

라이트는△미래모빌리티(Future Mo

bility)△미래에너지(FutureEnergy)

△미래세대(FutureGeneration)등현

대차가지향하는가치와미래사회를향

한노력과성과를담았다. 보고서섹션은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인터뷰를수록해

이들과적극소통하려는현대차의의지를

드러냈다.

기아차는한걸음더성장하려는회사의

의지를알리고성과를투명하게공개하기

위해 2019 기아차 보고서를 MOVE

MORE 라는주제로제작했다.특히회사

의긍정적인변화상을다양한이해관계자

들과적극공유하고자보고서를 매거진

과 팩트북(FactBook) 두섹션으로구

성해 가독성을 높였고, 역동적인 디자인

으로보고서를완성했다.

구체적으로 2019기아차보고서 매거

진섹션은△BROADER 더넓은미래

를준비하다△HIGHER 더 높은 가치

를제공하다△CLOSER 더가까이협

력하다 △DEEPER 더 깊이 생각하다

등의주제로내용을담았으며,팩트북섹

션은△지속가능경영△경제△환경△사

회에대한내용을수록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를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

며 이번수상을계기로지속가능경영선

도기업으로서의현대기아차를알리는데

더욱힘쓰겠다고말했다.

/제갈대종dj2891@

정부는24일일본의수출규제와백색국

가(화이트리스트)제외방침이부당하다

며즉각적인철회를촉구하는내용의의

견서를일본정부에보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날정

부서울청사에서가진브리핑에서 지난7

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

국정부의견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

15쪽분량의정부의견서는성장관브

리핑직전에일본경제산업성에이메일로

송부됐다.

성장관은 한국의수출통제제도미흡,

양국간신뢰관계훼손등일본측이내세

우는금번조치의사유는모두근거가없

다며 양국간경제협력및우호관계의근

간을흔드는중차대한사안에대해사전

협의도없이, 입법예고한것에대해한국

정부는다시한번깊은유감을표명한다

고말했다.

성장관은이어 한국정부는일본정부

에강력하게촉구한다면서 이미시행중

인반도체소재 3개품목에대한근거없

는수출통제강화조치는즉시원상회복

돼야한다고강조했다.

그는또 한국을화이트리스트(전략물

자수출시통관절차간소화혜택을주는

안보상우호국가목록)에서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역시철회돼야한

다고덧붙였다.

성장관은그러면서 양국기업과국민

들은지난60여년이상발전시켜온공생

공존의한일간경제협력의틀이깨어지

는것을결코바라지않는다며 한국정부

는이번문제해결뿐아니라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위해언제, 어디서든대화할

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

그동안 한일경제분야에선갈등이별

로없었기때문에이날정부의공식의견

서제출도사실상처음인것으로알려졌

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일본은 한국의 재

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 상황허가)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

의수출통제제도에대한이해부족에기

인한다면서 재래식무기캐치올통제를

도입하지않은국가도일본화이트리스트

에있는점을고려할때일본이한국의캐

치올통제제도만을문제삼는것은명백

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

고강조했다.

정부는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

되지않았다고해서,일본이한국의수출

통제제도를신뢰훼손과연관시키는것

은논리적으로맞지않다는점도지적했

다.

화이트 국가중에서일본과정기적인

협의체를운영하는국가는 소수에 불과

하며,협의체가없는국가들에대해화이

트국가에서제외하는조치를취한사례

도없다는것이다.

아울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

며,글로벌가치사슬과자유무역에심각

한부정적영향이우려된다고강조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

국중견기업연합회등경제5단체도전날

일본의수출규제철회를 촉구하는 의견

서를일본경제산업성에공식제출했다.

일본은지난1일반도체소재3개품목

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한국을백색국가에서제외하

는법령개정안을함께고시했다.

법령 개정을위한의견수렴마감시한

은24일까지로현재1만건이상의의견이

접수됐으며대부분일본조치에대한찬

성 의견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관계

자를인용해이날보도했다.

산업부박태성무역투자실장은추가브

리핑에서 의견수렴이구속력을갖는것

은아니다라면서 다만일본정부가올바

른판단을하길바란다고말했다.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일본정부의각의(한국의국무회의격)는

조만간열릴예정이다.

만약각의에서한국을백색국가에서빼

기로결정한다면개정안은공포 21일후

부터인다음달중순이후시행될것으로

전망된다.

박 실장은일본이백색국가제외를강

행할경우정부의대응책과관련, 경제계

와함께다각적으로방안을강구하고있

다면서 어느품목이타격을받게될지아

직예상하기이르지만이와별도로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대책을 준비 중이다라

고말했다.

한편정부는이날세계무역기구(WTO

) 최고결정기관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의부당성을널리알리고

일본의조치철회가없을경우WTO제소

도신속히추진할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제

경제지표

코스피

코스닥

원 달러 환율

금리(국고채3년)

2 082.30(-19.15)

695.83(-8.82)

1 178.00(-1.00)

1.34(+0.01)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3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제외철회하라 의견서전달
성윤모산통부장관, 일본조치유감표명

수출통제강화조치즉각원상회복해야

지난 24일 2018 LACP비전어워드(Vision Awards) 에서현대자동차는디지털온라인부문,기아자동차는지속가능경영부문에서대

상을수상했다. /기아차제공

현대기아차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비전어워드 대상수상

8개평가서표지디자인등7개부문최고점달성

적극소통…지속가능경영선도기업이어갈것

노동부 상반기고용상황,부진벗어나완만한개선세

2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에서열린2019년상반기노동시장특징브리핑에서

한참석자가자료를살펴보고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분석과는거리…정부일자리사업영향

최저임금인상엔 대 중소기업임금격차완화

전남전통시장상인들

日제품판매중단동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일

본의수출규제조치에맞서시작한

일본제품판매중단운동을전국적

으로확대하고품목도 100여가지

로확대한다고밝혔다. /연합뉴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조치로

촉발된일본제품판매중단에전

남지역전통시장상인들도동참한

다.

전남상인연합회는 오는 25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일본상품

판매중단선포식을한다.

이단체는도내전통시장 67곳

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참여하고있다.

선포식에는한승주전남도상인

연합회회장과시장상인회장등

40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

행사에서상인대표들은일본상

품 모형을 파손하는 퍼포먼스도

펼친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제재에맞서일본제품판매

및불매운동에우리지역전통시

장도적극적으로동참하기로뜻을

모았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삼성전기,2분기영업이익30%↓

IT수요둔화MLCC회복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