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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산업단지 내 금형집적화단지가 산

업통상자원부로부터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돼지역금형산업발전은물론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

으로기대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는 최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가 신청한 평동산업

단지내금형집적화단지 20만1756를뿌

리산업특화단지로지정했다 정부는앞으

로 공동물류시설 환경오염 저감시설 에

너지 절감시설 등 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을 단계적

으로지원할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금형 완제품을 거

래처에 납품하기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수있는공동물류센터를구축하는

방안과지역영세금형기업의생산현장환

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산자원부

에관련사업의지원을요청할계획이다

광주지역의 금형산업은 자동차 가전

등지역내전방산업의대량생산을지원하

고품질수준을결정하는뿌리산업이자제

조업발전을위한핵심기반산업이라는점

에서 정부도 이번 지원 계획을 확정한 것

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이번금형특화단지지정은단순히

금형산업 발전에 머물지 않고 광주시가

최대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에도 긍정적인 파

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

명이다

광주시는 금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2000년대 초부터 기업지원사업 트라

이아웃센터 구축사업 하이테크금형센터

구축사업 등을 적극적 지원해 왔다 2014

년 지역금형산업생산액은 1조3000억원

수출 비중이 34%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의확실한효자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

다

손경종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금

형산업은광주의핵심제조산업인자동차

와 가전 등을 뒷받침하고 있는 필수기반

산업으로 앞에서는 일본이 뒤에서는 중

국이 추격하고 있는 샌드위치 산업 중 하

나라면서 이번 정부의 뿌리산업특화단

지 지정으로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건설 등 제조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평동금형단지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

산자부 공동물류센터환경오염저감시설등지원

제조업발전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탄력기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앞

두고 경기지원 분야도 막바지 준비에 박

차를가하는등실전태세에돌입하고있

다

특히 광주시 동구 호남동 광주U대회

조직위 10층에 마련된 IT종합상황실

(ITCCIT Command Center)은 IT 컨

트롤타워로 IT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세계에알리는첨병역할을할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

아지고있다

14일 광주 U대회조직위에따르면 지

난 4월 15일에 문을 연 IT종합상황실은

테스트이벤트 기간 등 시범 가동을 통해

각종 상황에 맞는 대응훈련을 지속적으

로실시하고있으며 오는 25일까지대회

기간과동일하게비상연락망을구축하는

한편 설비가설 테스트 및 모의훈련도 진

행중이다

IT종합상황실은 특히 주요 경기장과

호텔 공항 등 대회 경기비경기 시설을

24시간모니터링하고 대회운영통합시스

템(TIMSTotal Integration Manage�

ment System)을컨트롤하며 IT와관련

된비상상황발생시신속한조치를수행

하는역할을한다 상황실벽면전면에는

모니터(DIDDisital Information Dis�

play)가설치돼각거점별상황을실시간

으로보여준다

IT종합상황실 단장을 중심으로 조직

위 정보통신부 인력과 SK C&C SK텔

레콤 관계자 등 100여명이 대회일반 정

보부 경기운영 정보부 전자통신지원부

로구분돼대회관련모든 IT장비및통신

설비운영을담당하게된다

또 IT종합상황실과 정보처리센터

(MDCMain Data Center) 각 경기장

IT통신 운영요원은 비상연락체계를 상

시유지하게되며 각 근무처에서심각한

장애재난재해가발생하면 IT종합상황

실 분야별 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최전방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첨병

역할을수행하게된다

IT종합상황실은 특히 선수촌이 개촌

하는오는26일부터7월 15일까지는비상

근무체계를확립하고정기및수시긴급

상황보고체계를 가동하는 등 안정적인

대회 IT자원운영을지원하는역할을진

행을예정이다

또 7월1일부터 14일까지는 IT종합상

황실 내 IT 긴급지원반을 신설하고 경

기장 및 비경기장 기능실 내 IT장비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지원

에도나설방침이다

광주 U대회 관계자는 IT종합상황실

은 U대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곳으로 IT강국 대한민

국의높은기술수준을전세계젊은이들

에게 알리는 IT첨병 역할을맡을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U대회성공개최첨병 IT종합상황실

14일광주시동구호남동광주U대회조직위10층에마련된 IT종합상황실에서직원들이각종상황에대비한실전대응훈련을하

고있다

통신사등 100여명 상주

경기장등 24시간 모니터링

광주시가 포스코ICT(사장 최두환)와

공동 연구개발한 막(Membrane) 여과

정수시스템 실증 시설을 각화정수장에

설치사진하고 오는 16일 준공식을

연다

새로운정수처리기술로부각되고있

는 막여과정수시스템은 기존일반급

속여과방식에비해병원성미생물에대

한탁월한제거능력을가진차세대정수

처리공정이다 정밀여과(Micro Filter)

막으로 002㎛크기의 입자까지 제거 가

능하다

광주시와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글로벌 탑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지

능형 정수플랜트 최적화 기술 개발 공

동 연구 사업을 통해 설계시공했으며

하루 2500㎥를처리할수있다

제4수원지 원수를 사용하는 각화정수

장 Pilot시설에제어장치를설치 실험해

개발 연구가끝나는 2016년 4월 이후▲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설계시공운영

기술(2500㎥d) ▲망간 등 중금속 제어

기술 ▲맛냄새 원인물질인 Geosmin

2MIB제어기술등을보유하게된다

특히 포스코ICT의 IT 융합기술을 접

목할 경우 막 여과관로 등 상수도시스

템의 취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시설 유지

관리를최적화해저에너지 고품질의수

돗물을생산하는시스템이될것으로전

망된다

박연배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

과장은 막 여과 정수시스템을 도입해

먹는물에대한신뢰를높이는한편지능

형 상수도시스템 운영으로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

혔다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각화정수장 막여과정수시스템 설치

광주시포스코ICT 공동개발

병원성미생물제거탁월

광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7만

건 36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전년대비 47억원(115%)이

감소한것이다

감소 원인은 1년 세액의 10%를 할인

받는 사전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지난 1

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증가(3만

9000건)한데따른것이다 자치구별부

과규모를보면북구가 117억원으로가

장 많고 동구가 28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98억원 서

구 69억원 남구 49억원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과세 대상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과세된다

특히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6월

에 함께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

를할인받을수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납기일은이

달 말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의가산금이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없

어도전국 모든은행의현금자동입출금

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

부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

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입금등다양한방법으로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

거나기타궁금한사항은자동차가등록

된해당구청세무과로문의하면된다

자치구별문의전화는광주동구(062

6083116) 서구(0623607531) 남구

(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등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기분 자동차세납부하세요

1년분납부하면 1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