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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연제

가 7일 1순위청약을받는다

광주시 북구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연제는 지난달말 오픈한 견본주택에 많

은인파가몰리며지역수요자들의높은

관심을받았다

힐스테이트 연제는 지하 1층 지상

1425층 17개 동 총 1196세대며 모두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공급되는 타입

은 전용면적 기준 ▲82 214세대 ▲84

A 893세대▲84B 89세대다

힐스테이트 연제가 들어서는 북구는

광주 내에서 신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

한곳이다

특히 북구 내 위치한 첨단2지구의 경

우 첨단2산업단지와본촌산업단지의배

후 주거지로 개발됐으며 봉선동과 상무

동 수완동에 이어 광주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있다

힐스테이트 연제는 전 세대 판상형 4

베이로설계해상품경쟁력도갖췄다 특

히 84AB 타입의 경우 주방을 선택 할

수있게했다

선택은 크게 광폭주방(46m)과 주방

수납 팬트리 형 2가지 가운데 가능하다

82타입의 경우는 안방 드레스룸을 대형

으로특화시켰다

단지 인근으로는 연제초와 양산중이

위치해있으며도보로통학이가능하다

특별공급 청약접수는 6일에 진행되

며 2순위청약은 8일 각각진행된다 당

첨자발표는 오는 14일 예정돼 있고 20

일부터 22일까지계약이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광주지하철1호선 농성역

인근(광주서구화정동 1791)에 위치했

다 분양문의 15771488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글로벌종합에너지박람회 2017 빛가

람 국제전력기술 박람회(빅스포BIX�

PO)가풍성한성과를거두고폐막했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5일 지난 1

일부터 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에서개최한 빅스포가폐회식과빅

스포아워드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폐

막했다고밝혔다

이날 한전에따르면이번 행사에는세

계 40여개국 3000여명의 전력에너지 분

야전문가가참가했다 국내외 268개기

업과 668개 전시부스가 운영됐으며 38

개 컨퍼런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세계 전력에너지업계가 나아갈 방향

을모색하는시간을가졌다

행사첫날 2만8000여명의관람객이방

문하는 등 총 7만여명의 관람객이 행사

장을찾았다 이는지난해총방문객 5만

여명을훌쩍뛰어넘는것으로 전력분야

의현재와미래모습을관람하고체험하

는기회가됐다

특히 올해 3회째 열린 빅스포는 국내

외 참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제공하는등지난해보다큰성과를

남기는등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우선 국내외 기업 간 190건의 비즈니

스상담을통해총14억7000만달러의수

출 상담을 달성했다 특히 한전은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 12건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독일 지맨스

(Siemens)사와 계통운영기술 공동연구

를해나가기로하는등성과를거뒀다

또한전이보유하고있는전력에너지

분야 우수기술을 국내 기업들에게 이전

하는상담도진행했다 20개기업과기술

이전협약을체결했으며 향후 50건의협

약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

에너지밸리채용박람회에서는한전을

비롯한 에너지밸리 우수 중소기업 38개

사 외국기업 2개사총 40개 기업들이참

가했다 4일의 행사기간 동안 무려 7000

여명의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방문해

취업상담과면접을받았다

빅스포가 열리는 동안 3000여명의 해

외 관계자가 광주를 방문하면서 행사개

최에 따른 수익 외에도 숙박 식사 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

가도나오고있다

폐회식 행사로 진행된 빅스포 어워드

에서는 국제발명특허대전과 글로벌 스

타트업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는 특허왕 해외

발명협회특별상등 8개 부문 64팀이 글

로벌스타트업경진대회에서는 8개업체

가수상했다

조환익한전사장은 빅스포를통해 4

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안에서 에너

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

할수있었던뜻깊은자리였다며 국내

우수 전력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널리 진

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내년

에는 더욱 성장한 빅스포가 될 것이라

고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에너지 40시대 미래 봤다수출상담 1조6400억원

폐회식행사로진행된빅스포어워드(BIXPO Awards)에서조환익(왼쪽네번째) 한전사장이국제발명대전한전수상자와기념

촬영을하고있다 한국전력제공

한전빅스포폐막미래에너지기술체험 7만여명성황

20개기업기술이전협약中企채용박람회 7천여명상담

인기 만발 힐스테이트연제 1순위 청약돌입

최근오픈한힐스테이트연제견본주택이인파로북적이고있다

현대엔지니어링제공

현대엔지니어링 1196세대

내일부터청약8일 2순위

로또복권 (제7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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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1527709296

2 42436370

3 1118978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11

66

2503

114464

17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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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대표이사임지선)가 15억인구

의중국시장진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보해양조는 5일 최근 열린 2017 국제

농업박람회장에서중국현지업체인 JHE

글로벌과앞으로 1년간 300만달러규모의

수출협약서를작성했다고밝혔다

지난 9월세계최대온라인거래업체인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

출한 데 이어 중국의 오프라인 시장 진출

에필요한교두보를마련한것이다

이에 따라 보해는 JHE글로벌과 함께

잎새주와 복받은 부라더 부라더 소다 등

대표 제품을 상해 북경 길림성 광저우

등중국전역에서판매할예정이다

보해는 지난 9월세계최대온라인 유통

업체인알리바바그룹과손잡고온라인시

장에 진출하기로 한 바 있다 사드 여파로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철수

하고있는어려운상황에서이뤄낸성과다

여기에사드여파로얼어붙었던중국과

관계가최근정상화되면서보해양조의중

국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

망된다

국제사업본부를직접이끌고있는임지

선대표는국내주류시장을넘어해외시장

에 진출하기 위해 오랜 시간 현지 업체들

과협의해왔다

임지선 대표는 보해는 품질에 대한 자

신감으로중국등해외시장에지속적으로

진출하겠다며 반짝성과가아닌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보해양조 김성훈이사(왼쪽 세번째)가 JHE 글로벌 이인걸대표(네번째)와 수출협약서

를작성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 보해양조제공

보해 中 업체와 1년 33억원 수출협약

광주은행은 5일 올해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5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

기보다 268%성장했다고밝혔다

광주은행의 매출액은 2272억원으로 8

6%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도 431억원으

로 233% 증가하는 등 견실한 대출 성장

과수익성개선으로성장세를보였다

JB금융그룹도연결기준 3분기 835억원

으로 누적 당기순이익 2417억원을 달성

했다 이는전년동기대비(누적) 285%증

가한수치다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247%(은행 합산 2

27%)를 기록했고 경영효율성 지표인 영

업이익경비율(CIR)은 499%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건전성 지표인 그

룹연체비율과고정이하여신비율도각각

전분기대비 003%포인트 005%포인트

하락한 091%와096%로지속개선됐다

JB금융지주관계자는 2분기에이어 3

분기에도견조한대출성장과적극적리스

크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토대를

견고하게다져가고있다며 금융패러다

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해

외진출도 병행해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을이뤄나가겠다고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영업익 568억

3분기전년비 27%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