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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가 사회

공헌활동으로지난 10년째진행하고있

는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전이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홍

보에크게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광주신세계는 5일 이 행사의 지난해

참여 업체의 수익금은 2억3000여만원

에 달했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 등

효과를거두고있다고밝혔다

지난 2013년에도홍보행사를통해참

여 업체들은 2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

렸고 2012년에는 1억2000만원의 판매

고를기록했다

무엇보다도 백화점 특성상 구매력이

있는소비자들이많아판매뿐아니라홍

보효과도컸다

청자를 판매하고 있는 강진탐진청자

김보미씨는 판매 기간에 팔리는 작품

도 많지만 주문 도 꾸준히 들어오는 등

큰도움이된다고말했다

이에 광주신세계는 광주전남지방중

소기업청(청장 김영환)(사)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협회(회장 최선희)과 함께

여성중소기업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11

일까지백화점1층에서 광주전남우수

중소기업제품홍보전을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생

산한 제품을 대형유통점에 선보여 판로

를개척하기위해마련됐다

광주신세계유신열대표이사는 지역

의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

해마다홍보행사를열고있다면서 지

역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말했다

참여하는 기업은 (사)광주전남여성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접수

를 받은 뒤 품평회를 통해 엄선한 제품

들로총 23개기업이정해졌다

또한 광주신세계는 참여기업 중 고객

호응도가 높은 기업은 백화점에 입점할

수있는기회도준다

주요전시품목으로는위생도마쟁반

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강화유리 소재로

제작된 (주)성일이노텍의 테이블 매트

세련되고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제품으

로구성된아트팩토리윤의주얼리및금

속공예품등 200여종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김영환 청

장은 여성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

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5% 이

상) 등 다양한 정책을시행하고있다면

서 백화점기업간상생협력은지역경

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

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FTA활용지원

센터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광주상

의지하교육장에서지역수출입업무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FTA활용 전

문가양성교육을실시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의 과정은 ▲FTA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등의 기본강의와 실습 및 토

의로구성되며교재및교육비는무료다

교육신청은광주상공회의소홈페이지

(wwwgjcciorkr) 교육안내 또는 광주

FTA센터 포털(httpftahubgokr

gwangju)에서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참

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62350

5869)로 접수하면된다 신청기한은 13일

까지이며 선착순(30명) 마감이다 문의

0623505866 김대성기자 bigkim@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3일 도

미니카공화국 전력청(CDEEE)이 발주

한 총 6000만달러(680억원) 규모의 도미

니카배전망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수주한 해외 배전

사업 중 최대규모로 도미니카전 지역에

걸쳐 전주 1만4000본 전선 870km(서

울부산 왕복거리)의 배전망과 설비를

신설교체하는것으로한전은설계자재

구매및시공의전과정을수행하게된다

이번공사는스페인브라질등전세계

13개 전력회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계약

절차를마치는대로공사에착수 2017년

에준공할예정이다

특히 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송배

전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카

자흐스탄 인도 도미니카등 23개국에서

1억 7000만달러(1930억원)의 송배전망

건설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또한 현재 나이지리아 캄보디

아파키스탄등 13개국에서총 4000만달

러(450억원) 규모의 송배전사업을 수행

하고있다

지난 10월에는 세계 최대시장 중 하나

인 인도에서 120억 원 규모의 배전망 건

설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번 수주로 올해

해외 송배전사업 수주액이 최초로 1000

억원을돌파하게됐다

조환익 사장은 이번 도미니카배전망

건설사업 수주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전

의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인정 받은 것으

로 스페인 브라질 등 전력회사와의 치

열한경쟁을뚫고얻은성과로그의미가

더욱 크다며 캐나다 마이크로그리드

두바이 스마트그리드 수출에 이은 중남

미사업수주로향후한전의사업지역을

전 세계로확대하는 계기가될것으로 기

대된다고밝혔다

한편한전은지난 4월박근혜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당시 브라질 콜롬비아 페

루칠레등 4개국과원자력스마트그리

드 신재생에너지 배전 분야에서 7건의

MOU를체결했으며향후에도전력분야

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나갈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대구은행(은행장박인규)과함께 4일경상

북도 상주에서 호영남 협력 강화를 위한

달빛동맹 교류의 일환으로 두 은행 지역

사랑봉사단 70여명이참여한가운데농촌

일손돕기봉사활동을펼쳤다

지난 7월 체결된 양사간의 달빛동맹 교

류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

는 바쁜 농번기에 사과를 수확하며 부족

한농촌일손을돕고 호영남금융인들이

한자리에모여 지역민간의 심리적거리를

줄이는화합의시간을가졌다

특히이행사는호남을대표하는기업인

광주은행과 영남을 대표하는 기업인 대구

은행이민간차원에서첫합동봉사활동을

펼치며지역화합나서의미가크다

두 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간 문화교류

금융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호영남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에 도

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에 힘쓸 계획이

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배출가스조작스캔들의 여파로폭스바

겐의10월신규등록실적이전월에비해3

분의 1 수준으로급감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폭

스바겐차종의 10월등록실적은 9월 2901

대에비해무려 2000대가까이줄어든 947

대로집계됐다

폭스바겐그룹의 고급차 브랜드인 아우

디실적도전월 3401대보다 900여대 감소

한 2482대로뒷걸음질쳤다

수입차의전체등록대수는지난2월 1만

6759대 이후 8개월만에 가장 적은 1만

7423대를 기록했다 9월 베스트셀링카 1

위를 차지했던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은 10월에는 10위권밖으로밀려

났고 2위였던 아우디의 A6 35 TDI(415

대)는 4위로 2계단 하락했다

대신에푸조 2008 16 eHDi(719대)렉

서스 ES300h(492대) 메르세데스벤츠 E

220 BlueTEC(437대)가각각 13위를차

지했다

브랜드별 10월 등록대수는 메르세데

스벤츠 3713대 BMW 3156대 아우디

2482대푸조 1071대순이다

국가별로는 유럽 1만3835대(794%) 일

본 2219대(127%) 미국 1369대(79%) 순

이었고 연료별로는 디젤 1만1057대(63

5%) 가솔린 5367대(308%) 하이브리드

956대(55%) 전기 43대(02%)순이었다

연합뉴스

한전 도미니카서 680억 배전망건설수주 FTA 활용전문가양성교육

광주상의 1719일

사과 수확현장에뜬 은행 달빛동맹

광주대구은행봉사단 70여명 상주서일손돕기봉사

폭스바겐 10월 실적 폭삭

신규등록전달보다 3분의 1로아우디도 900대 감소

광주신세계지역 中企 아름다운 동행

5일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지역중소기업제품을소개판매하는 광주전남우수중소기업제품홍보전이열렸다 사진왼쪽

부터광주전남중소기업청김영환청장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최선희회장광주신세계유신열대표이사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지난해 2억3천만원수익

23개 우수기업판로도와

호응높은기업엔입점기회

10년째백화점서제품홍보전

해외역대최대실적전선 870km 신설교체

JB금융그룹광주은행(은행장김한)은 달빛동맹교류의일환으로두은행지역사랑봉

사단70여명이참여한가운데농촌일손돕기봉사활동을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