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4월 3일 금요일

제19963호��

광양
������
전남

月목포火여수水순천木나주金광양

임진왜란정유재란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최후격전지인 광양 지명을딴함

명(艦名)이차기함정에계승됐다

해군은최근오는 6월진수될예정인차

기 구조 전문함 이름을 광양함으로 결정

했다 그동안 광양시와 우윤근(새정치민

주연합) 의원 광양 해군전우회등은지난

31일 퇴역한 광양함에 이어 새로운함정

도 광양함으로 명명해 줄 것을 지속적으

로요구해왔다

옛 광양함(2400t)은 길이 86m폭 15

m높이 5m 규모로 지난 1968년 영국 브

루크마린사에서 건조됐으며 지난 1996년

8월 미국으로부터인수받은 2척의수상함

구조함(ATS) 중하나이다 수상함구조함

은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좌초된 함

정을구조하고침몰한함정과항공기등을

탐색해인양 예인하는임무를수행한다

해군은옛 광양함이 군함수명주기 30

년을 16년이나 초과하며 노후해 지난 31

일퇴역시켰다

해군은 오는 6월에 차기 수상함 구조함

광양함 진수식을갖는다

새 광양함(4710t)은 길이 107m폭 16

8m높이 8m 규모로 6000마력의 디젤엔

진 4대를 갖춰 최대 21노트(시속 39)의

속도로운항할수있다 특히대형함정예

인은 물론 감압잠수장치와 무인 수중 탐

사기(ROV)를탑재해원활한수중구조작

업을수행하게된다

광양시는 지난 2000년 광양함과 자매

결연을 한 후 지난 14년간 ▲광양함 견학

및병영체험6250명▲해군의장대및군악

대 초청 공연 4회 ▲광양시청 직원 광양함

도서기증 600권 ▲광양사랑나눔 복지재단

성금기탁 200만원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

동을펼쳐왔다해군은지난해9월 광양함

퇴역을 앞두고 광양시민들의 사랑에 보답

하고자함정공개행사를가진바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방부장관에게 광양함 명명의 필요성

을 직접 설득하며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라며 차기 광양함을 통해서 광양시와

지속적인 교류활동이 이어지기를 희망한

다고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2013년 말 해

군사령부를 방문해 차기 구조전문함이

광양함으로 재명명되도록 요청하고 최

근국방부에도건의서를보내는등다양한

노력을해왔다며 광양시브랜드향상과

대내외 위상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기대

감을나타냈다 광양박영진기자pyj4079

광양시가 남미 에콰도르와 손을 잡고

광양항개발과농수산식품교역확대에

나선다

정현복 시장과 서경식 광양시의회 의

장 일행이 최근 에콰도르와 파나마 등

남미출장을마치고귀국했다

광양시와 에콰도르 나트프레스코사

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2년 내에

2000만달러를투자해냉동냉장창고를

건립하기로하는MOU를체결했다

또 항만개발 등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등에대해긴밀히협의했다

또한정시장은파나마를방문해광양

시 우호도시인 파나마시티의 호세블란

돈시장과면담을갖고파나마시티와광

양시간국제교류협력방안에대해논의

했다

이어 파나마 현지 선화주 및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광양항 홍보 설명회를

마련했다

광양시는 이달중순께주한 에콰도르

대사관과공동으로향후 추진계획에 대

해 지역 언론인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개최할계획이다

광양시이병철경제복지국장은 이번

방문으로 에콰도르 바나나의 성공적인

국내유통을견인하고 장기적으로전남

지역의 농수산식품 공산품들이 광양

항을 통해 남미로 수출입 되는 계기가

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만권의상생발전을위해출범한여

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4일 여수

시청 상황실에서 제21차 정기회의 및 간

담회를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철현 여수시장 조

충훈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등과 함

께여수주승용김성곤의원 순천이정현

의원 광양 우윤근 의원 등 모두 7명의 인

사가참석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3개 시 연계협력 방

안을모색하기위한올해사업계획을검토

하고 지역 현안에대한폭넓은의견을나

눌 예정이다 협의회는 회의에 상정한 12

개 안건 가운데 3개시 광역관광 활성화

여수공항 활성화 지원 공동 대응 등 굵직

한 6개사업에대해깊이있는논의를하게

될전망이다

또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

교) 국도승격 문제 화태백야 연륙 연

도교가설등 9건의지역현안에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과 대응

전략을수립할계획이다

한편 광양만권 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

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취지로 지난

1985년 5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해 발족

했다 광양만권 발전과 관련한 행정사무

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를 많이 냈으나 지난 2007년 11월 제19차

회의를마지막으로잠정중단됐다

민선 6기출범을맞아광양만권공동현

안들을함께해결하자는데뜻을모으면서

7년만인 지난해 12월 광양시에서 제20회

행정협의회가재개됐다

여수김창화기자chkim@

광양에서 중국과 일본을 서비스하는

3개의 컨테이너선 신규 항로가 개설됐

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30

일 새로 기항한 KJCG(Korea Japan

Xgg) 서비스는 고려해운 흥아해운이

공동운항하는서비스이다

1100TEU(1TEU 20피트 컨테이너

1대)급 2척을 투입해 광양신강부

산이시카리홋카이도 무로란(室蘭)

을 왕래하며 연간 8000TEU의 물량을

처리할예정이다

또 31일 신규 입항한 KCM2(Korea

China Malaysia) 서비스는 고려해운

TS라인 COSCO CNC가 공동 운항하

는서비스로 광양상하이홍콩선

전페낭싱가포르홍콩칭다

오부산을 왕래하며 연간 2만TEU를

처리할계획이다

이와함께 2일에는팬오션에서 NBQ

(New Busan Qingdao) 서비스를 투

입본격적인운항에들어갔다

702TEU급으로 광양칭다오부산

을 왕래하며 연간 5000TEU의 물량 증

대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

송정익 마케팅 팀장은 최근 베트남

러시아에 이어 이번 중국 일본을 서비

스하는 신규 3항차 유치로 연간 3만

5000TEU의 물량 증가가 예상돼 올해

주당목표인 85항차를조기에달성하게

됐다며 올해 목표 물량 250만TEU

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

혔다

광양박영진기자pyj4079@

남미에콰도르광양항에 2000만불 투자

市파나마등방문투자유치

농수산식품수출입활성기대

광양中日컨테이너선 3개 항로신설

연간3만5000TEU 물량처리

광양시는 주민생활 편익 증대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농촌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을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촌주민에게까지맑고깨끗한식수를

제공하기위해지난 1996년진월면의지

방상수도사업을시작으로봉강면옥곡

면 진상면 등 일부 지역에 지방상수도

를공급해왔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봉강옥

룡진월면 17개 마을 871가구를대상으

로 84억원을 투입해 송배수관 334

매설을마무리했다

올해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진상

다압면 18개마을의 1032 가구를대상으

로 106억원을 들여 송배수관 55를

설치할계획이다 이번사업이완료되면

지방상수도보급률이 941%에서 957%

로상승해전남도평균보급률 891%을

웃돌게될전망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 계곡물을 이

용하는산간농촌마을까지지방상수도

를공급함으로써지역주민의공중위생

수준을높이는등생활환경이크게개선

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pyj4079@

2017년까지진상면다압면상수도공급

광양만권행정협의회내일여수서여수공항지원등상생협력논의

시장국회의원등 7명 참석

4710t 규모오는 6월 진수식

광양시브랜드위상향상기대

지난 31일퇴역한광양함

해군차기구조함정 광양함 함명 계승한다

배수량4710t

길이 107m폭 168m높이 8m

최대21노트(시속 39)

무인수중탐사기잠수장치등탑재

새 광양함 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