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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백화점식당가를찾을때뭔가부

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고객들에게 반

가운소식이들린다 맛의고장이라는이

름에걸맞는식당을갖지못했던백화점

식당가에 지역 맛 명가들이 대거 입점한

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역 최고의 맛

집으로채운 10층 식당가리뉴얼공사를

모두마치고오는 30일프리(pre) 오픈할

예정이라고 19일밝혔다

이번에 새로 둥지를 틀 식당으로는

옥과 한우촌 가매 일식 타니 담양

덕인관 등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

는대표적인지역맛집들이다

생고기 비빔밥으로 알려진 옥과 한우

촌은그동안의경륜을바탕으로다양한

비빔밥메뉴는물론한우를사용한불고

기 정식 쌈밥 정식 곰탕 냉면 덮밥 등

을선보일예정이다

한 TV 프로그램에서초밥의달인으로

선정되어유명세를떨친광주서구농성

동 가매일식은생선회정식초밥정식

알밥 메밀국수 우동 모듬생선회등백

화점 식당가에 특화된 메뉴를 중심으로

준비하고있다

타니비엔날레로불려지며인기를끌

고있는 광주 상무지구 퓨전레스토랑 타

니도 고급스런 백화점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위해입점을준비하고있다 럭

셔리한 레스토랑에 걸맞는 코스요리와

한우 스테이크 각종 샐러드 등 신선한

재료에 식감을 살린 메뉴로 고객에게 다

가갈계획이다

담양에서 50년 대대로 내려오는 수제

조리법으로떡갈비를만들어온 덕인관

역시 한 TV 프로그램에서 100% 갈비살

을 사용하는 착한 떡갈비집으로 선정되

며큰인기를모았다 덕인관에서는떡갈

비 대통밥 정식 갈비탕 죽순 요리 외에

도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시즌 메뉴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영광법성포에서 30종의 다

양한 반찬의 굴비백반으로 유명한 명가

어찬과목포에서젊은고객들이줄을서

서기다릴정도로인기가많은퓨전디저

트 카페 부래옥 또 짜장면짬뽕탕수

육바닷가재샥스핀등폭넓은중식메

뉴를 선보이는 만리장성까지 들어서면

맛에관한최고의집들로꽉채워지게되

는것이다

이렇듯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지역 맛

명가들이 총출동하게 된 것은 롯데백화

점이 문화센터 이전 등으로 리뉴얼하면

서 식당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이를

계기로 지역 식당들의 입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백화점 측은 지난해 1월 광주지역 토

종 빵집 베비에르의 성공적인 입점 사

례를 통해 지역 맛집과의 윈윈(Win

Win) 가능성을 확인한 후 새로 문을 연

식당가의 90%를 지역 맛집으로 채우기

로했다

롯데백화점광주점관계자는 지역맛

집은 백화점 입점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고객신뢰도와홍보효과를얻을수있으

며 이를 발판 삼아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게 됐

다며 또한지역민들에게검증받은맛

집들과의 상생으로 지역 친화적인 백화

점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롯데백화점가면 맛의명가 모두만난다

삼성전자가세계정상급셰프를가장많이배출한프랑스국립요리학교 페랑

디(Ferrandi)에 삼성 주방 가전으로 구성된 삼성 컬리너리 클래스(Sam�

sung Culinary Class)를열고유럽프리미엄가전시장을적극공략한다고밝혔다 최근프랑스정재계문화인사 언론등이참가

한가운데열린컬리너리클래스개관식현장모습 삼성전자제공

삼성전자 佛 컬리너리클래스 개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에

서분양된민간아파트의33당평균분양

가가 6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

슷한 시기 광주에 분양된 민간아파트보다

33당100여만원이더저렴한가격이다

19일 부동산사랑방(homesrbcokr)에

따르면 현재 빛가람 도시에 공급된 민간

아파트는모두 6개단지 5727가구다 이들

아파트의 기준층 기준 33당 평균 분양

가는 626만원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

해도 33당 656만원으로조사됐다

지난해 8월 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들어

선 우미린은 7684 1078가구의 중소형

대단지로 이단지의기준층기준 33당

평균 분양가는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발

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평균 분양가는 631

만원이었다

지난 3월분양을시작하자마자 1순위마

감된 중흥S클래스 센트럴 1차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640만원이었고 발코니 확

장비를 포함한 평균 분양가는 674만원으

로 집계됐다 또 84 단일면적으로 구성

된 대광로제비앙은 기준층 분양가 2억

1370만원에시장에공급됐다 이아파트의

발코니확장비를포함한 33당분양가는

666만원이었다 임동률기자exian@

나주혁신도시분양가 저렴하네

33당 656만원  광주보다 100만원싸
KB금융지주차기회장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

위)를통과한인사중광주전남출신이 3

명이나 포함돼 지역 출신 금융지주 장이

나올지주목된다

KB금융에따르면16일KB금융회추위

는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윤종

규(나주)전KB금융부사장지동현(여수)

전 국민카드부사장 하영구(광양) 한국씨

티은행장 등 4명(가나다 순)을 회장 인선

을위한면접대상자로결정했다

회추위는 2차 후보군을 상대로 이번 주

90분간개별심층면접을벌이고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지지로최종후보 1명을결

정한다 KB금융지주를 새롭게 이끌 차기

회장은 다음 달 2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

회에서정식으로선임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 회장후보 4명 압축 지역 출신 3명

칫솔살균 세정제로바로하세요

지난 4월광주에공장을준공한㈜화이미제약(대표강미)이칫

솔손잡이에천연세정수스프레이를부착한신개념살균칫솔을

최근출시했다

화이크린 칫솔은칫솔대에 장착된전해수를양치 전 또는 양

치후뿌려주기만하면칫솔의오염물질을살균 세정분해해청

결한 관리가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살균이 가능해 휴대가 가

능한것이장점이다 휴대용세트는칫솔과치실 또는칫솔과치

간 칫솔 등 양치를 위한 다양한 구성품으로 판매된다 지난해

PCT 국제출원을 마친 제품으로 일본과 태국 러시아 등에 수출

협약을맺었다 이와함께천연한약재추출물인은교산추출물을

성분에 넣은 한방 두줄크린 치약도 내놓았다 은교산은 충치균

과구취 치주염등치주질환을억제하는 효과가있는것으로알

려졌다 특히 최근에 치약에 함유돼 논란을 일으킨 파라펜 등의

성분을일체첨가하지않았다

2009년 설립된 화이미제약은 치약칫솔 외에도 일본에서 발

각질제거제로선풍적인인기를끈 카카토 등을제조한지역중

소기업이다

강미대표는 새로출시한화이크린 두줄크린등소비자의건

강을생각하는제품으로시장에서인정받고싶다며 올해일본

에서만연매출20억원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문의(062

3834002)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칫솔살균 바로바로하세요

화이미제약 화이크린 한방두줄크린 출시

윤종규지동현하영구씨포함

옥과한우촌가매일식타니담양 덕인관등

10층 식당가 30일 프리 오픈 맛집백화점상생

옥과한우촌비빔밥 덕인관떡갈비 부래옥떡볶이가매일식회 타니스테이크

로또복권 (제6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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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2028283233

2 53780238

3 1424643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7

44

1661

78155

126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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