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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

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덴

버에서 열린 2018 IEEE PES T&D Con�

ference & Exposition에 한국전기산업

진흥회(회장 장세창) 한국전기공업협동

조합(이사장 곽기영) 및 파워맥스 등 20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가해 전력산업 분

야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수출판로 개척

에 나섰다

IEEE PES T&D 전시회는 1963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 기술자 협

회조직인 IEEE에서 격년으로 주최하는

세계 최대 송배전기기 산업 전시회로 금

년에 80여개국 800여개 기자재 업체들이

참가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한전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계 최

대의 단일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

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총 4000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으

며 현지 주요 전력기관 및 바이어와의 협

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한전은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 중소기업

의 제품 전시홍보와 전시회에 참가하는 해

외 바이어들에게 사전 안내를 시행해 우리

중소기업들과 수출상담을 시행했다 또한

참가한 기업들의 전시부스 임차 전시물품

운송 통역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전기산업진

흥회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의 협력

을 통해 중소기업 총 20개사가 참가하는

한국관(KOREA Pavilion)을 구성해 에

너지 분야 기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와 더

불어 현지 바이어 및 관련 산업 관계자들

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한전은 KEPCO 브랜드 파워와

해외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촉진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국

제전시회에 중소기업과 동반 참가함으로

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토

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3일부

터 오는 6월 22일까지 창립 50주년 기념

고객감사 특판 외화정기예금을 판매한

다

이번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미 달러를

대상으로 총 1000만 달러를 한도로 진

행되며 1인당 1개의 계좌로 최소 1000

달러부터 최대 10만달러 이내로 영업첨

창구와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으

며 가입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다

기본금리는 ▲6개월 연20% ▲1년 연

21%이며 우대금리로 ▲VIP고객 신

규금액 5000달러 이상 ▲2015년 이후 광

주은행에서 환전 또는 해외송금 실적이

1000달러 이상인 고객의 경우 각각 01%

씩 더 제공해 최고 연24%까지 금리를 받

을 수 있다 또 가입고객은 5백만원의 백

화점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가입해지 시 환율우대 50%와

만기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수수료

우대 50%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지역민들에게 특판 외화

정기예금을 고시된 금리보다 최대 03%

P 금리를 더 제공하고 사은품 및 환율

수수료 우대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관심이모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한전 세계 최대美송배전기기산업전시회참가

광주은행 50주년 외화정기예금판매

6월22일까지이벤트자동응모환율 우대등혜택

기아차가 올뉴 K3 연비왕을 선발한

다 기아차는 K3 스마트 드라이버 선발대

회 참가자 200여명을 오는 29일까지모집

한다

이번 대회는 기아차의 우수한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UVO를 활용한 신개념 연

비 이벤트로 기존 연비대회에서 이슈가

됐던 불편한 연비 측정 방식이 해결된 것

이 특징이다

올뉴 K3는 기아차 최초로 적용한 스

마트스트림 G16 가솔린엔진 및 스마트

스트림 IVT(Intelligent Variable

Transmission)변속기의 최적 조합을 통

해 152(15인치타이어 기준)의 경차

급연비를 인증받은 바 있다

선정된 고객들은 다음달 11일부터 3박 4

일간 자유롭게 시승을 하게 되며 연비는

내비게이션에 장착된 UVO 서비스를 통

해 자동적으로집계된다

우수한 연비를 기록한 참가자에게는 ▲

1위 100만원대 친환경 가전제품(1명) ▲2

위 50만원 상당 IT기기(5명) ▲3위해비치

숙박권(5명) ▲4위 10만원 상당 주유상품

권(10명) ▲5위 영화티켓 2매(50명)의 상

품이 주어진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기아차 연비왕 찾기

K3 스마트드라이버선발대회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타이어 업체로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본격 시동을걸었다

법정관리문턱까지 가는위기에서벗어

난뒤수십년간축적해온타이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호타이어라는 브랜드를 국내외

에 각인시키는 데힘을쏟고 있다노조도

회사 브랜드 제고에힘을 보태고 있다

우선 가장잘하는것익숙한것에집중

해승부를 거는 전략에따라모터스포츠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모터스포츠의 경우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겨루는글로벌기업들의 각축장으

로 전 세계 150여개 타이어 기업 중 모터

스포츠경기 공식타이어로 선정되는 업체

는 고작 67개에 불과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뒷받침되어야 할

정도다

여기에 가장근접한 국내 기업이 금호타

이어다 F1(포뮬러원) 타이어 시제품 및

런플랫(Run flat)타이어 개발 전기차 전

용 타이어 등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기술력

을갖췄다

여기에 레이싱팀까지 창단하는 등 극한

의레이싱경기를 통해타이어 기술력과 성

능의 우수성을알리는데 공을 들여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7년 국내타이어

업계 최초로 F1 타이어 시제품 개발에 성

공한 바 있다 국내 대회 뿐 아니라 또 F3

대회 최고 클라스인 마스터즈 F3에 진

출 15년 연속 공식타이어로 선정되는가

하면 F1 전 단계인 오토GP 시리즈 공식

타이어 업체로도 선정되면서 모터스포츠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에는 직접엑

스타레이싱팀까지 창단 국내모터스포츠

활동에도 나서는 등 기술력으로 적극참여

하고 있다

올해도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2018 CJ대한

통운슈퍼레이스챔피언십 (이하 CJ 슈퍼

레이스) 개막전을 시작으로모터스포츠활

동을 통한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기술력뿐아니라디자인 우수성도 국내

외에검증받은 상태다

금호타이어가 국내 최초로 지난 2013년

개발한 전기차 전용타이어 와트런VS31

은 최근 레드닷디자인 어워드 2018컨셉

부문본상을 수상했다레드닷어워드에서

7년 연속수상(20122018년)하는 성과를

거둔것은 국내타이어업계 최초다

최근BMW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뉴X3에 신차용타이어(OE)를 공급하는

등 해외완성차 업계에서도 기술력과 품질

을 인정받고 있다

노조도 힘을 보태고 있다 채권단 사측

과 대립했던 노조는 최근 언론에 노조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 싶을 땐 단호하게 질

타를 가해달라는글을 보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그동안 금호타이어에 보내줬던 관심을

거두지말고 금호타이어가 정상화되고 국

내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더블

스타가잘못된 선택을 하지못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

과 관련 법정관리의위기를벗어난뒤최

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

신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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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3663810225

2 61063504

3 1458059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5

50

2094

102413

165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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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글로벌 위상회복 시동

올 CJ 슈퍼 레이스챔피언십서 기술력디자인뽐내

BMW SUV에납품노조 강성이미지쇄신노력

한전은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에서열린 2018 IEEE PES T&D Conference & Exposition에 20개 중소기업과공동으로

참가해북미시장수출판로를개척했다 전시회에설치된한전부스에서상담을진행하고있다 한전제공

20개 中企북미판로개척

광주 지역 1분기 수출물량이 전년도

에견줘감소했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

부의 2018년 1분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분석자료에따르면광주전남지

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한

123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93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같은 기간에

견줘 101% 늘었지만 전체 무역수지는

29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

로집계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1분기 수출이 35억

1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3

2%줄었다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의 경우 유럽

수출 호조에도 불구 북미지역 판매 부

진 근로시간 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도같은 기간에비해 212%(12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냉장고 제품도 아시아 및 중동 수출

물량감소로 전년도 동기에비해 172%

(1억9000만 달러) 줄면서 전체 수출 물

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는 메

모리 수요 지속 비메모리 신규시장 성

장 등 수출 단가 상승으로 313% 증가

했다

전남지역 1분기 수출은 88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6%증가했다

수출 단가 상승으로석유제품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67%(26억

2000만 달러) 늘어났고 합성수지 등 석

유화학제품도 전년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전남 1분기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한 78억 7000만 달

러로집계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석유제품약진1분기 전남수출 126%

광주 자동차북미판매부진여파전년비 32% 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