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녪김윤규전부회장의파동으로북한

과 갈등을 겪는 등 다사다난한 을유

년을보냈던현정은현대그룹회장은

돱새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다돲

면서 내년도 그룹 운영에 대해 낙관

적인전망을펼쳤다.

현정은 회장은 29일 계열사 임직

원들에게 보낸 e메일 연하장에서

돱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았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돲고 소회를

밝혔다.

현 회장은 돱돌이켜보면 아쉬운 일

도 있고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계획

도 있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항상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다돲고

소감을피력했다.

그는 돱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올 한해 마무리 잘 하고 새해에는 더

욱 즐겁게 일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

길기원한다돲고덧붙였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돱올해 현대그

룹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 현정은 회

장이 고마움의 표시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임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

낸걸로알고있다돲고전했다.
백수하기자 sooha@

녪플라스틱이중밀폐용기등주방용

품 전문업체인 코멕스산업(대표 구

자일)가 지난 2003년 500만달러에서

2004년 900만달러에 이어 올해 1500

만달러이상의수출을기록할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70~80% 이상의 수출 성장세

를이룬셈이다.

구자일 코멕스 산업 대표는 돱밀폐

용기에자체개발한특수처리공법을

적용해 보관식품의 신선도를 최상으

로유지시켜줄뿐만아니라잠금장치

작동 테스트에서 200만번을 돌파할

정도로 잠금력이 뛰어나다돲며 돱기능

과 디자인, 편리성이 뛰어난 점 등이

까다로운 유럽 및 선진국 주부의 취

향을 사로잡아 매년 수출이 크게 늘

고있다돲고말했다. 박양수기자

주방용품업체 코멕스산업

올 1500만달러 수출 급성장

녪GM대우의 경차 마티즈(사진)가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초기품질과 디

자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소형차로

선정됐다. 30일 GM대우에 따르면중

국에서 시보레스파크로팔리는마티

즈가 세계적 자동차 조사기관 JD파

워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

최근 발표한 IQS(초기품질지수)와

APEAL(품질 및 디자인 만족도)에

서소형차부문 1위를휩쓸었다.

마티즈는 IQS에서 296점을 얻어

중국 체리자동차의 QQ(391점)와 도

요타가 톈진자동차와 합작, 생산하

는 샤리(424점)를 따돌리고 가장 높

게 평가됐다. IQS는 구입한 지 2~6개

월된차량소유자를대상으로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느꼈는지를 조사, 이

를수치화한것으로낮을수록품질이

좋다는것을의미한다.

마티즈는 품질과 디자인 만족도를

묻는 APEAL 조사에서도 8개 세부

항목에서모두 1위를차지하며 789점

을 획득, QQ(739점)와 스즈키 왜건

R(726점)을 누르고 가장 높은 점수

를받았다. 백수하기자

녪소비심리 호전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 선점을위한업체간과열경쟁으

로 내년 1월 중소 제조업의 경기가

여전히부진할것으로전망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1

5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

시해 29일 발표한 돳중소기업 경기전

망 조사돴 결과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소제조업의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

BHI)는 88.3으로, 12월(88.5)보다 0.

2포인트떨어졌다.

이에 따라 업황전망 SBHI는 지난

10월 93.7을 기록한 이후 석달 연속

하락했다. SBHI는 기업경기실사지

수(BSI)보다 조사항목을 좀더 세분

화해 산출하는 지수로, 100보다 높으

면 경기가 전월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음을, 100보다

낮으면그반대를의미한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벤처제조업은

103.8로 지난 8월(101.3) 이후 6개월

째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일반제조업의 SBHI

는 86.9에 그쳐 부진을 면치 못할 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업종별로

는 1차 금속산업(101.5), 기타 운송

장비(104.8), 전자부품돚영상돚음향돚

통신(104.7) 등 3개 업종만 기준치(1

00)를 웃돌았다. 12월의 중소제조업

업황실적 SBHI은 당초 전망(88.5)

에 못미치는 80.6을 기록, 경기가 부

진했던것으로조사됐다.

한편 업체들은 경영상 애로요인

(복수응답)으로 내수부진(5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업체간 과

당경쟁(43.0%), 판매대금 회수지연

(37.5%), 인건비 상승(35.0%) 등의

순으로들었다. 박양수기자 yspark@

녪돳아파트 재건축 시장에서 강남구

는가라앉고강동구가뜬다.돴

서울 강동구 고덕택지지구 지구단

위 계획이 28일 확정돼 이 지역 재건

축 사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그러

나개발이익환수를위한임대아파트

의무건설등각종재건축규제에걸리

는서울강남구지역은삼성동영동A

ID아파트를 제외하곤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중단돼대조를이루고있다.

30일업계에따르면이번에통과된

지구단위계획에는 단지배치 등 건축

계획이 포함돼 내년 1월 19일부터 강

화되는새건축법시행령을적용받지

않아종전법으로사업이가능하게됐

다. 고덕주공2단지 조합 관계자는

돱새 건축법이 적용되면 건립 가구 수

나층수가줄어들어사업에타격이큰

데법시행이전에지구단위가통과돼

다행돲이라고 말했다. 주민이 요구해

온층고제한완화는이번에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서울시가도시계획조

례를 개정해 평균 15층, 최고 20층으

로풀어주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이에 따라 고덕지구에서 사업추진

이 가장 빠른 고덕 주공1단지는 내년

초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돱내년

1월 6일건축심의를신청하고 3월말~

4월초사업시행인가를받으면 5월에

는 일반분양도 가능할 것돲이라고 말

했다.

고덕 주공2~4단지 등 나머지 단지

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덕 주공2돚3단지는 안전진단을 통

과하고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돱가격은 보합세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들이 고무돼 있다돲

며 돱매물이 회수되고 문의가 늘고 있

어가격도오를것같다돲고말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던 고덕 1~3

동, 명일 2동일대단독주택지1만200

0여 가구도 이번 지구단위 계획 확정

으로아파트단지로재건축이허용돼

집값이 뛰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재

건축의 핵심지역인 강남구는 저밀도

지구 분양이 올해로 거의 끝나 수익

성 있는 재건축 단지가 거의 없는 상

태다. 내년 강남구에선 청담돚도곡저

밀도지구의마지막재건축물량인삼

성동 AID아파트가 일반 분양된다.

이 단지를 빼곤 사실상 강남구 지역

에서재건축물량이전무하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돱이번주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

격은 돥0.02%의 변동률을 기록했다돲

며 돱이는 강남구 지역 아파트의 재건

축이 어려워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

를보이고있는것돲이라고분석했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

녪북미, 유럽 등의 디지털 방송 전환

으로셋톱박스수출이급격히증가하

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셋톱박

스 전문업체인 휴맥스가 최근 독일

유료방송사인 프리미에르에 5700만

유로(740억원 상당)의 복합형 셋톱

박스(iPDR-9800)를 공급키로 하는

등 각 업체마다 셋톱박스 주문이 밀

려들고있다.

지난 3분기 사상 최대의 2045억원

매출을 달성한 휴맥스는 4분기에는

이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2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다.

LG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부

터세계최대위성방송사업자인미국

디렉TV에 디지털 위성방송수신 고

화질(HD) 셋톱박스를 공급했으며

수출물량을계속늘리고있다.

삼성전자도지난달미국에서미연

방통신위원회(FCC)와 타임워너 등

미국 케이블TV 방송사 관계자들에

게 케이블TV 수신료 부과의 최대 난

제였던 인증서 해킹 문제를 원천 차

단한셋톱박스를선보이며미국시장

진출교두보를확보했다.

업계는 향후유럽의디지털방송시

장이 연 20~30% 성장하고 2007년까

지 전체 방송시청 세대의 60%인 900

0만 세대가 디지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방송사들은 2009

년말까지 아니면그이전이라도전국

시청자의 85%가 디지털 방송을 수신

할 수 있을 때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

하고 디지털방송만 내보낼 계획이어

서 디지털 셋톱박스와 디지털TV 수

요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유회경기자 yo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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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돳탄성돴 재건축 강남돳탄식돴

고덕지구 사업 가속 돱내년5월 분양 가능돲

규제 묶인 강남은 물량 거의 없어 대조

돳물먹지 않는돴 휴대전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뷔셀에서 모델들이 LG텔레콤의 국내 최초방수폰을 선보이고 있다.

이정훈기자 jhlee72@

셋톱박스 수출 급증

북미돚유럽 디지털방송 전환

월드컵돚동계올림픽 특수 영향

녪STX조선은 올해 도크 1기에서

12회전, 24척의 선박을 진수해 세

계 최고의 도크 회전율을 달성했

다고 30일 밝혔다. STX조선은 29

일 진해조선소에서 정광석 대표이

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STX 팬오션의 4만6000DWT

(재화중량t)급 석유제품운반선(P

C선) 2척을 올해 12회전째로 진수

하는행사(사진)를가졌다.

도크 회전율은 1기의 도크에서

건조할 수 있는 선박 진수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회전율이 높을수

록 건조공법과 생산효율성이 좋다

는것을의미한다.

STX조선은 도크 1기에서 4척의

배를 동시에 건조하고 1회전에 2

척의 배를 동시에 진수하는 돳세미

텐덤돴 건조방식을 통해 생산성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켰다. 특

히 올해에는 기존 세미텐덤 건조

방식의 틀 안에서 마찰계수를 활

용한 선탑재 공법 및 블록 인서트

(Insert) 공법 등을 적용, 1회전

건조기간을 지난해 35일에서 29일

로 대폭 줄였다. STX조선 관계자

는 돱대부분 조선소의 도크 회전율

이 연간 최대 8~10회전인데 STX

의 12회전 달성은 건조능력의 한

계를 기술력으로 극복한 사례돲라

면서 돱내년에는 신공법 개발로 한

도크에서 12회전, 27척 진수의 신

기록을세울계획돲이라고말했다.
백상진기자

녪현대중공업이 대형엔진 분야에

서 월간 생산량 세계 기록을 갈아

치웠다.

현대중공업은 12월 한달간 총 8

9만마력의 선박용 대형엔진(사

진)을생산, 1979년엔진사업을시

작한 이래 가장 많은 용량의 엔진

을제작했다고 30일밝혔다.

지금까지 세계 기록은 현대중공

업이 지난 6월에 세운 76만마력이

다. 불과 6개월여 만에 17%의 생

산력신장을이룬셈이다.

또 현대중공업의 이달 대형엔진

생산량은 일본의 간판 엔진업체인

미쓰이사의 월 평균 생산량(25만

마력)의 3배가넘는것이다.

현대중공업측은 돱올해 엔진분

야의 영업을 강화해 수주가 늘어

난데다가 엔진공장과 크랭크 샤프

트공장을 증설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생산능력을 대폭 확

대한데따른결과돲라고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순 그리스에서 수주한 9400TE

U(1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

이너 한개)급 컨테이너선에 장착

될 세계 최대 엔진(10만1640마력

급)을생산하기도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선박용 대형

엔진 177대를 생산해 세계 시장의

35%를 점유, 1위를 달리고 있다.

내년에도 엔진 생산능력을 더욱

늘려 연간 839만마력을 생산할 계

획이다. 백상진기자 psjinn@

현대重, 대형엔진 월생산량 최대
수주량, 건조량, 시장점유율 등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선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선박용 엔진생산과 도크회전율에서도 정상을 달

렸다. 선박용 엔진은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도크회전율은

생산성과효율성측면에서의미있는기록으로평가된다.

이달 89만마력… 日간판 미쓰이의 3배

STX조선, 도크회전율 최고
올 12회전 돥 24척 진수… 돱건조능력 한계 극복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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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호아! 마티즈
中서 품질돚디자인 만족 1위

중소 제조업 내년 1월 경기 돳흐림돴

돱올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는 기대와 설렘 가득돲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직원에 e메일 연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