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28일∼31일

지수는 31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2019년 2월
2020년
7월 3일 월요일 13
16

KTX, 3월부터 동해역까지 연장운행
서울-동해 환승없이 2시간 30분 걸려

비즈 프리즘｜지난해 부진에 어깨 무거운 스마트폰 시장

“갤럭시S20·V60씽큐…너희들만 믿는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지난해 영업익 10조원 밑으로
LG, 19분기 연속적자·영업손실 1조
프리미엄·중저가 모델로 반등 모색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의 어깨가 무
겁다.”
신제품 공개를 앞둔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하락세에 각국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좋
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IM부문은 지난해 4분기 매
출 24조9500억 원, 영업이익은 2조
5200억 원을 기록했다. 갤럭시A 시리즈
등의 선전으로 2018년 4분기보다는 실
적이 개선됐지만, 지난해 전체를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10조 원 밑으로 떨어졌
다. IM부문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것은 스마트폰이 활성화 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LG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LG전

국내 기업들이 차별화를 앞세운 새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을 연이어 공개하면서 2020년 시장 공략의 포문을 연다. 지난해 선보인 삼성전자의 ‘갤럭시폴
드’와 LG전자의 ‘G8X씽큐’(국내명 V50S씽큐).
사진제공｜삼성전자·LG전자

자 MC사업본부는 지난해 4분기 매출
1조3208억 원, 영업손실 3322억 원을 기
록했다. 무려 19분기 연속 적자다. 더욱
이 지난해 전체로 보면 영업손실이 1조
원을 넘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5G와
폴더블 등 새로운 기술 활성화로 프리미
엄 제품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그만큼 업체들의 경쟁도 심
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새 진용을 꾸리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
품을 선보이는 한편 중저가 라인업 확대

뷰티·패션 “올해는 ‘클래식 블루’가 트렌드”
뷰티·패션업계가 봄 시즌을 앞두고 세
계적인 색채연구소 팬톤이 2020년 색상으
로 선정한 클래식 블루를 활용한 아이템을
속속 내놓고 있다.
클래식 블루는 해가 질 무렵 하늘을 연
상시키는 파란색을 말한다. 차분히 가라앉
은 느낌의 파란색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느
낌을 준다. 뷰티업계에서는 LG생활건강
VDL이 ‘2020 팬톤 컬렉션’을 출시했다.
엑스퍼트 퍼펙트 핏 쿠션, 루미레이어 프
라이머 등 기존 VDL의 베스트셀러 겉면에
클래식 블루 색상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클래식 블루의 평온함을 통해 내면의 아름
다움 추구를 콘셉트로 잡았다.
패션업계도 클래식 블루를 활용한 신상
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패
션의 구호플러스는 클래식 블루 색상의 터

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월 노태문 IM부문 무선
사업부 개발실장을 IM부문 무선사업부
장(사장)에 올렸다. 또 5G 제품군과 신
규 디자인을 적용한 차별화된 폴더블 제
품으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중저가 모델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프
란시스코에서 공개하는 올해 첫 프리미
엄폰 갤럭시S20과 위아래로 접는 클램
셸 형태의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이 그
포문을 연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MC사업본부장
을 맡은 이연모 부사장이 스마트폰 사업
턴어라운드 기반 구축 과제를 담당한다.
5G시장 확대에 맞춰 프리미엄부터 보급
형까지 다양한 모델을 국가별 상황에 맞
춰 적기 출시한다는 전략이다. 원가 경
쟁력 강화를 통한 손익 개선도 지속 추
진할 방침이다.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서 개막하는 전시회 MWC에서 공개
하는 V60씽큐과 G9씽큐로 2020년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팬톤 선정 색상…화장품·가방 등 접목
틀넥 니트를, 준지는 소가죽 소재에 클래
식 블루를 더한 미니 크로스백을 내놓았
다. 신원의 여성복 브랜드 베스띠벨리는
클래식 블루 니트 원피스를 선보였다. 차
분한 느낌이어서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하
기 좋고, 트렌드 색상 아이템을 선택하면
스타일링의 세련미를 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속옷업체 비비안은 이색적으로 클
래식 블루를 활용한 이너웨어 신상품을 선
보였다. 안혜준 비비안 디자이너는 “클래
식 블루는 짙은 네이비와 선명한 파란색의
중간 색상으로 속옷 색상으로 활용하기에
무난하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정동진, 무릉계곡, 추암해변 등 등 동해
안 명소 나들이 길이 한결 편해지게 됐다.
한국철도(코레일)는 3월 2일부터 강릉
선 KTX를 연장해 동해역까지 운행한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에서 동해로 가려면
차나 버스로는 3시간 이상 걸리고, KTX를
타면 종착역인 강릉역에서 다시 무궁화호
나 버스로 환승해야 했다. 하지만 3월 2일
부터는 서울에서 동해역까지 환승없이
2시간 30∼40분이면 갈 수 있다.
연장운행하는 KTX는 서울에서 진부역
까지 기존 강릉선 구간으로 운행하다가 이
후 영동선을 따라 정동진역, 묵호역을 거
쳐 동해역까지 운행한다. 서울역-청량리양평-만종-횡성-평창-진부-정동진-묵호동해까지 가는 코스다. 동해역 연장 운행
에 따라 강릉선 KTX는 동해행과 강릉행
으로 나누어 운행한다.
또한 동해-강릉 간 KTX 환승과 강릉정동진-동해-삼척을 잇는 동해안 관광권
역 활성화를 위해 일반열차 운행도 재조정
한다. 청량리-강릉, 부전-강릉 간 운행하
던 무궁화호를 동해역까지 운행하고, 동해
-강릉 구간에 하루 20회 셔틀열차를 투입
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GKL사회공헌재단, 나종민 이사장 선임
GKL사회공헌재단은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
수를 제 5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2년 1월까지다. 나종민 신임 이사장은
동국대 예술대학원 석좌교수(관광학 박사)
로 재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지냈다. 행정고시 31회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문화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
한 관료 출신이다. GKL사회공헌재단은 그
랜드코리아레저(GKL)의 출연으로 2014년
5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익법
인이다. 관광문화 생태계 조성사업, 해외공
헌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활성
김재범 기자
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8일 정월대보름 준비하세요”
홈플러스가 8일(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호두·땅콩 등 부럼류와 오곡밥 재료들을
선보인다. 찹쌀에 찰수수쌀, 적두, 서리태, 찰
기장쌀, 찰흑미 등을 함께 담은 찰진 오곡밥과
고흥 건곤드레, 고흥 건취나물, 건고사리 등
나물류를 할인가에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l 홈플러스

삼성물산 패션 구호플러스의 터틀넥 니트.
사진제공 l 삼성물산 패션

편집｜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수포자 강의’ 등 단독 혜택 제공

상반기 삼성 채용 미리 준비하려면?
겨울방학은 상반기 채용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취
준생에게 특히 좋은 시기다. 미리 자기소개서를 준비
한 뒤, 희망하는 기업에 맞춘 자소서를 작성해보는 것
도 좋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치러지는 인적성 검
사 및 필기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추천한다.
특히 삼성그룹 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삼성
직무적성검사인 GSAT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전
년도 출제 유형과 트렌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다. GSAT는 ‘취업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취준
생들이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9년 하반기 삼성 GSAT는 어땠을까.
언어영역은 최고 난이도로 악명이 높았다. 긴 지문이
다소 출제됐으며, 예술·경제·과학 등 다양한 소재가
출제됐다. 응용 수리 및 자료해석 등의 유형이 출제된
가운데, 응용 수리는 특히 까다로웠다는 평이다.

이에 에듀윌이 ‘삼
성 GSAT 단기패스’
를 선보였다. 2019년
하반기 삼성 채용 GS
AT의 실제 기출을 바
탕으로 철저하게 학
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2020년 채용을
대비한 최신 강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며, GSA
T의 전반적인 이해부터 유형 학습, 실전학습, 최종 마
무리까지 합격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여기에 단독 혜택으로 ‘수포자(수리기초) 강의’ ‘대
기업 인적성 기출유형 강의’, ‘삼성 취업 자료집’ 등을
추가 제공한다. 온라인서점 관련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빛나는 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효
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
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 스도쿠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