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 3 4 5 6 7 8 9 10 20 30 50 70 8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C M   Y   K  
CM  Y  K  

132022년 8월 19일 금요일

면 113

대구 이월드가 고객 편의를 위해 

일부 시설을 리뉴얼하거나 새로 도

입했다. 이월드는 연평균 입장객이 

250만명에 이른다.

우선 고객 대기시간 불편을 최소

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 

키오스크를 15대 도입했다. 이월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앱 개발을 통해 

고객들이 다양한 정보를 빨리 얻고 

티켓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리뉴얼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화장실 7곳을 8월부터 리뉴얼 

중이고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

선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쾌적

함과 청결에 중점을 두고 존 별 테

마가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유아 

동반 고객이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은 물론, 미끄럼 방지 등 안전

성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방침이다.

이월드 내 유료로 운영해오던 실

내 공연장을 136석 규모의 3D 애니

메이션 전용 상영관으로 리뉴얼했

다. 이월드 입장 고객은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다.  ‘팬더라이더 3D’를 

약 1년 간 상영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앱 만들고 키오스크 도입

이월드 입장 대기 최소화

코스피가 18일 2,500선을 위협하며 

이틀째 하락했다. 한동안 상승세를 타던 

증시가 휘청이자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의사록이 공개된 영향이라는 풀

이가 잇따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42포

인트(p) 내린 2,508.0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7.17p(0.68%) 낮은 

2,499.30으로  개장해  장중  한때 

2,488.09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여 

2,500선을 회복했다. 이달 들어 상승세

가 이어지던 국내 증시가 주춤한 것은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다.

이날 시장에서는 17일(현지시각) 공

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

가 재확인되면서 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

됐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들은 “물가상승률이 계속 목표치(2%)

를 훨씬 넘고 있어 제약적인 정책 스탠

스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경제 성장세

를 꺾을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는 의미다.

김성호 NH투자증권 WM사업부 차

장은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은 물

가상승폭이 잡히지 않으면 시장 조정을 

감안하겠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메시지

에 전체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다만 국내 증시가 나스닥

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증시보다 더욱 

덜어진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담긴 ‘현지 생산 전기차에만 보

조금 혜택’과 같은 내용이 현대차 그룹

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탓”이라고 설

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긴축 정책 우

려에 단기간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

으나 상반기와 같은 하락장을 겪지는 않

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명훈 하이투자증권 대구WM센터 

PB 차장은 “FOMC 의사록과 증시 움

직임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가 위축될 공산은 크다. 그리고 최근의 

증시를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작은 상승

장인 ‘베어마켓 랠리’로 볼 수도 있다”

면서 “미국 쪽 지표를 보면 대출이 잘되

고 있다. 자금이 잘 도는 만큼 너무 두려

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호 차장 역시 “개인적 견해로는 

15% 박스권에서 횡보 장세가 중장기적

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 연말과 연

초처럼 시장이 생각지 못했던 악재가 터

지지 않는 한 증시가 또다시 2,300선이 

위협받을 만큼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FOMC “제약적 스탠스”…코스피 2500선 간신히 방어<18일>

(-8.42P)2,508.05

(-1.36P)826.06

3.125 (+0.038%P)

1,320.7 (+10.4원)

74,850 (-50원)

매파적 의사록 공개된 영향

장중 2488.09 찍었다 회복 

“상반기 같은 타격 없을 듯”

지난달 대구 수출액이 최초로 9억달

러를 돌파하며 3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

적을 갱신하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이

하 무협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

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

한 9억5천400만달러, 경북은 1.4% 감

소한 34억7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무역수지가 4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대구경북 무역수지

는 각각 2억2천만달러, 13억7천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대구 수출은 5월 

8억9천500만달러, 6월 8억9천800만달

러에 이어 7월 처음으로 9억달러를 돌

파했다.

중국(143.7%), 미국(10.5%), 헝가리

(232.3%), 베트남(19.4%) 등 주요 지

역 수출이 고루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기타

정밀화학원료의 중국(638.7%), 헝가리

(609.7%) 수출이 급증하며 지역 수출을 

견인했다. 대구 1위 수출품목인 기타정

밀화학원료는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연속 세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경북 수출은 효자 품목인 무선전화기

(-21.6%)와 더불어 하반기 신형스마트

폰 론칭 준비에 따른 오더컷(주문 축소) 

영향을   받은   T V카메라 �수상기

(-74.0%)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기타정밀화학원

료(188.7%), 평판디스플레이(40.2%), 

무선통신기기부품(66.9%) 등이 높은 수

출 증가세를 유지하며 수출을 지탱했다.

김경민 무협 대경본부 팀장은 “대구

경북에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의 밸류체인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배터

리 양�음극재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구, 포항, 구미, 

상주에 2차전지 관련 대규모 투자가 예

정돼 있어 앞으로도 지역 수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대구 수출 사상 첫 9억달러 돌파

3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적 갱신

전국 적자행진에도 2억달러 흑자

대구 신세계백화점 6층에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Mmlg(엠
엠엘지)’가 새롭게 오픈했다.엠엠엘지는 ‘챗 플레이 캐주얼

리(CHAT PLAY CASUALLY)’ 슬로건을 기반으로 캐주얼복을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18일 코스피는 8.42포인트 내린 2,508.05
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1.36포인트 떨어
진 826.06으로, 원/달러 환율은 10.4원 오
른 1,320.7원으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스트리트 캐주얼 오픈

대구 토종기업인 ㈜대성하이텍이 

오는 22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향토 

기업의 상장은 2018년 이후 처음 있

는 일이라 더욱 뜻깊다.

대구시는 18일 “지역 기업인 대성하

이텍이 상장 예비심사와 일반 공모청

약 절차를 마치고 22일 코스닥에 상장

한다”고 밝혔다. 

1995년 설립된 대성하이텍은 독일 

등 12개국 57개 글로벌 산업기계 제

조사에 약 8천여 종의 정밀기계부품

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대성하이텍은 지난해 수주액 1천86

억원, 2020년 803억원, 2019년 645

억원 등 최근 3년 간 수주액 연평균 성

장률(CAGR)이 약 30%를 기록했을 

정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신규 산업에서의 수주와 고부

가가치 아이템으로 사상 최대 수주액

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성하이텍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

모주 청약에서 1천136.4대1의 경쟁률

을 보이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청약 

증거금은 약 4조2천500억원이 모였

다. 앞서 진행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 범위(7천400∼9천원) 

상단인 9천원에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 자금은 설비확충, 연구개

발(R&D)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는 “이번 상

장은 대구시가 조성펀드를 통한 160

억원의 투자 유치부터 맞춤형 지원 등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상장 후 글로벌 고객사 네트워크

를 더욱 확대하고 2차전지 등 신규 사

업 진출을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가 밝혔듯 대성하이텍 상장에

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지

역 투자 및 상장(IPO) 활성화 사업’이 

밑거름이 됐다. 

시는 지역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

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대구

은행, 하이투자증권, 대구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상장 희망 기업 맞춤형 프

로그램(상장 컨설팅, 국제회계기준 도

입 지원 등)을 지원했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수도

권과 비교하면 상장사가 부족한 대구

에서 상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며 “상시�맞춤형 투자와 상장 촉진 프

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계속 조성

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대구 기업 코스닥 상장 4년 만이네!

대성하이텍 공모주 흥행 4조원 모여

정밀기계부품 12개국 수출

수주액 연평균 30%씩 성장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