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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 요하는 제품 생산에 점차 집중할 것
신사업 진출 등 사업다각화 고민 지속
동국산업 안상철 대표가 고품질을 앞세워 수요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신사업에 대
한 고민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산업 안상철 대표는 24일 본지 송재봉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을 만나 철강업계 내
현안과 주요 이슈에 대해 환담을 나누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최근에는 범용재보다는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해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기 힘
든 제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해외에서 꾸준히 제품 수요가 증
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동국산업 안상철 대표는 고품질을 앞세워 수요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산업은 국내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수출 비중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접 수출비중이 35%, 간접 수출비중은 15%로 직·간접수출을 합치면
비중은 약 50% 수준이다.
http://www.snm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4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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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국내 수요는 현대기아차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GM 생산 감소에도 영향은

미미하다”며 “글로벌 업체들의 품질 요구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어 회사도 이에 맞춰 고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사업에 대한 고민도 지속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서 사업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민을 지속하
면서 다른 사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산업 안상철 대표가 본지 송재봉 사장을 만나 철강업계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동국산업은 지난해 3,823억5,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영업
이익은 264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 늘었다. 그러나 순이익은 193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줄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지난해 판매량은 2016년과 비슷했지만 제품단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순이익은 2016년 보유자산인 주식을 매각하면서
2017년에는 전년대비 순이익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송재봉 사장은 “올해도 철강업계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동
국산업을 비롯한 철강업계와 철강금속신문이 힘을 합친다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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