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022년 5월 18일 수요일기업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 
직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금융
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천874개
사의 직원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해 상장사 10곳 중 4곳(43.1%, 808
개사)은 전년보다 직원 수가 감소했
다고 밝혔다.

직원이 감소한 기업의 비중은 코
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다소 
높았다. 전체 상장사 직원 수를 보
면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
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해 상장
사 직원 수는 148만3천명으로 전년
보다 1만4천명 늘었지만, 2019년보

다는 1만4천명 적은 수준이었다.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후 2년 연속으로 직
원 수가 줄었고, 그 비중은 코스피 
상장사가 코스닥 상장사보다 높았
다. 2년 연속 직원이 감소한 상장사 
500개사의 직원 수는 지난해 43만
6천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
년보다 7만2천명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상장사 10곳 중 1곳은 직원 
수 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영업이익
도 동시에 감소한 ‘3중고’를 겪었다. 
그 비중은 코스닥 상장사가 코스피 
상장사보다 높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
업들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적극
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
도록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내 500대 기업들의 분기 매출이 사
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1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
가 국내 500개 대기업 중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44개 기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1분기 
매출 총액은 793조55억원으로 작년 
동기(661조9천917억원)보다 131조
138억원(19.8%) 늘었다. 이들 기업의 
분기 매출이 700조원을 넘은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포함된 
IT 전기·전자가 반도체 호황 등에 힘
입어 143조3천362억원의 매출을 올
려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석유화학
(101조4천110억원), 자동차·부품(80
조3천913억원), 보험(67조1천869억
원), 증권(48조1천918억원), 공기업
(45조3천703억원), 은행(42조7천730
억원) 등의 순으로 매출이 많았다.

매출 증감액의 경우 석유화학이 29
조5천612억원(41.1%) 증가해 IT 전
기·전자를 앞섰다. 2위인 IT 전기·전

자는 작년 동기 대비 22조1천383억
원(18.3%) 증가했다. 반면 조선·기계·
설비(-6천13억원, 2.7%↓), 통신(-2천

617억원, 1.8%↓)은 불황 여파와 SK텔
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에 따른 투자 
세분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12조3천930
억원)가 매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
켰다. 이어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상
승세를 탄 한국가스공사(6조2천681
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
산 경쟁력을 지닌 메리츠증권(5조9
천859억원), 포스코홀딩스(5조천2천
693억원), SK에너지(5조2천388억원)
의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역대 최고 매출로 이들 기업의 영업 
이익도 늘었다. 올해 1분기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은 62조3천266
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59조1천415
억원) 보다 5.4%(3조1천851억원) 증
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삼성전자(4조7천
385억원)가 1위였고, HMM은 2조1
천293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절반 규
모에 다가서며 약진했다.

이어 SK하이닉스(1조5천352억원), 
SK에너지(9천887억원), 포스코홀딩
스(7천52억원)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수진기자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은 연천군 백학
면 청정지역에서 국내산 인삼열매 수
매부터 제조·유통·판매까지 원스톱으
로 진행 중인 인삼열매 전문기업이다. 
인삼열매는 박명애 대표가 지난 2002
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로 15여년 동안 
연구·개발, 현재는 식약처에 개별인정
형 원료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은 라이브커머
스 전문 기업 씨에이엠서울과 현재 인
삼열매 제품(진생칸 발효농축액, 레
드진생베리100키즈)을 유튜브에 홍

보하고 온라인(오픈마켓)에서 제품을 
런칭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은 중소
벤처기업부의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
에 선정돼 지난달 20일 협약을 체결
했다. 해당 사업은 식약처와 협업, 임
상실험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다. 임상실험 이후 인

삼열매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개별인정
형 원료로 인정받으면 인삼열매의 기
능성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은 
중국 베이징에 진생칸 농축액 제품의 
구매계약을 완료했고, 다양한 인삼열
매제품도 수출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에선 코로나19로 건강식품 구매력이 
높아져 국내산 건강식품에 대한 호응
도가 높다.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의 인
삼열매 제품은 중국 위생허가를 인
증 받았고, 최근에는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에 있는 중국 바이어들의 수출
타진 전략에 따라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명애 한국지네틱바이오팜 대표
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
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천=박정열기자

대기업 1분기 매출, 사상 첫 ‘700조 돌파’

청정지역 ‘인삼열매’ 전문기업… 건강식품 ‘새바람’

지난해 상장기업 10곳 중 4곳 ‘직원 감소’

500대 기업 중 보고서 제출 344곳 조사 결과 ‘793조’ 기록

작년 동기 比 19.8%나 늘어… 삼성전자, 매출·영업이익 1위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못해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이 생산한 진생칸.   인삼열매.   ㈜한국지네틱바이오팜 전경. 한국지네틱바이오팜 제공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진생칸 발효농축액, 레드진생베리100키즈 ‘오픈마켓’ 런칭 예정

중기부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 선정… 개별인정형 원료 인증 앞둬

  기업일자리 구인정보 문의: 경기일자리센터(1577-0019)

화제의 기업 _ ㈜한국지네틱바이오팜



 

회사명 직종 급여 학력 경력 지역 인원 전화번호

더피플종합건설(주) 건축시공 기술자 연6500만원 무관 무관 용인시 3명 031-339-0482

대한건설주식회사 건축시공 기술자 연6000만원 무관 경력 부천시 1명 032-614-8187

케이비엔텍(주)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연5000만원 무관 경력 안산시 1명 031-495-4902

(주)스카이종합건설 건축시공 기술자 연5000만원 고졸~대졸 경력 양주시 1명 031-856-4301

우일주식회사 조경 기술자 연5000만원 무관 경력 고양시 1명 031-975-3111

(주)위트(WITT)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50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31-350-4684

주식회사 에이비씨홈(ABC home) 건축 현장소장 연4500만원 무관 무관 김포시 1명 032-937-3308

(주)위트(WITT)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43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31-350-4684

(주)호산 전기공사 기술자 연40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31-357-6757

(주)도원에프앤비 배송·납품 운전 연4000만원 무관 무관 의왕시 2명 031-462-1125

(주)대우정밀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400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2명 031-353-8846

주식회사한라 사무 보조 연3500만원 대졸 경력 시흥시 1명 031-503-2381

(주)고성메탈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35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2명 031-354-2926

(주)송산피엔이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3500만원 대졸 경력 김포시 1명 031-989-8103

(주)코더엔지니어링 기술 영업 연3500만원 대졸 무관 시흥시 1명 031-316-0770

인트레피드컨트롤씨스템즈코리아 유한회사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 연3500만원 대졸~박사 경력 성남시 1명 070-4680-3602

주식회사한라 기타 보건·의료 종사원 연3400만원 대졸 무관 과천시 1명 031-344-0046

화성랙 주식회사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336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2명 031-351-0288

에스얜에스 제조·생산 관리자 연4000만원 무관 신입 화성시 3명 031-351-6337

유로특장 금속기계부품 조립 월5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31-356-3400

대한건설주식회사 건축가 월350만원 무관 경력 부천시 1명 032-614-8187

(주)이푸른 빌딩 관리소장 월315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31-283-3001

큐브프로퍼티서비스 건물 보수 및 영선 월310만원 무관 경력 용인시 1명 010-7508-5453

(주)아주환경연구소 산업 안전원 및 위험물 관리원 월350만원 무관 무관 이천시 1명 031-634-0486

주식회사제이엔테크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 월3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31-8059-6094

(주)하나하이텍 기계·금속 제도사 월300만원 무관 경력 안산시 1명 031-434-3219

(주)도미인터내셔널 웹 디자이너 월300만원 대졸 경력 고양시 1명 031-932-9160

부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소장 월290만원 무관 경력 부천시 1명 032-657-7938

(주)이랑씨에스 건축안전·환경·품질 기술자 월300만원 고졸~대졸 경력 성남시 2명 010-3844-9476

서정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공행정 사무원 월280만원 무관 경력 양주시 2명 031-865-1605

우리집실버요양원 사회복지사 월300만원 무관 경력 의정부시 1명 031-842-5050

(주)프린팅 한빛 생산·품질 사무 월300만원 고졸~대졸 무관  파주시 1명 031-957-3460

(주)이랑씨에스 건축안전·환경·품질 기술자 월290만원 무관 경력 파주시 4명 010-3844-9476

서원풍력기계(주) 경리 사무 연3100만원 고졸 경력 평택시 1명 031-8094-5500

(주)디어스아이 도료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연3100만원 대졸~석사 무관 평택시 3명 031-349-3714

(주)디어스아이 전기계측 제어 기술자 연3100만원 대졸 무관 평택시 1명 031-349-3714

주식회사 정상에듀소사 영어 강사 연5000만원 대졸~석사 경력 부천시 2명 010-3662-6426

후레쉬초이스 창고 관리 연4000만원 무관 경력 광주시 1명 070-4104-6939

이코리아인더스트리 고무·플라스틱 기술자 및 연구원 연4000만원 무관 무관 평택시 1명 031-668-2091

디에이치테크 배송·납품 운전 연350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2명 031-354-6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