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제20227호 ��창사 특집�� 공기업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20여 년

동안광주산업인프라구축은물론임대주

택 건설 및 공급 등을 선도해온 공기업이

다 도시공사는올해광주산업지형을바꿀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선 6기의 핵심현안으로 꼽히는 남구 에

너지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모든

시민이함께어울려꿈을키우는넉넉한광

주공동체를만드는광주의청사진을앞당

긴다는계획이다

남구 에너지밸리 조성사업도시공

사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3

조 2229억원의 생산유발 1만4524명의 고

용유발효과를 가져오는 등 광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시행될 지역은

남구 석정동 압촌동 등 일원으로 사업면

적은 120만3000 추정사업비 2978억원

으로 예측된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다

에너지밸리는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통

해광주를 에너지산업허브로자리매김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산단을 첨단에너지 특화산업 창출을 위한

R&D 인재양성 및 에너지 기업 복합단지

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업지

원시스템도구축할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 조성사업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은 면적 48만5887

 총사업비 1428억원을 들여 오는 2019

년까지 추진된다 광주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형

사업으로 도시첨단산단에서 대(大) 전력

중전기 분야 대용량 신재생 에너지 및 스

마트 그리드 등 지역 전략산업을 적극 육

성 에너지밸리로조성하는프로젝트다 궁

극적으로광주의미래성장동력산업인신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구축하는것이다

도시공사는 사업이 완료되면 대용량 전

력변환 기술구축 및 기업지원 기술물류센

터구축 기업유치를통한지역산업활성화

입주업체 경제활동으로 신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기대하고있다

도시문제 대안제시도시공사는 지

난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도시재생 활동

가 18명을배출했다 이프로그램은도시재

생에대한이해와시민인식변화를이끌어

내기위해마련됐다 도시공사는이를바탕

으로 구도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

고도시공동체가형성돼시민삶이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도

상 하반기 두차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공사가도시재생프로젝트로추진하

는주민참여형재생사업도주목받고있다

서구양1동돌고개문화마을의공폐가밀

접지역을대상으로 사람과문화 그리고예

술이살아있는마을을테마로한마을만들

기사업이다 주민들이중심이돼자신들의

삶터를조성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광주형셰어하우스(share house)사업도

눈길을끈다 광주형셰어하우스는북구용

봉동 17세대를공용부와전용부로나눠실

내공간처럼리모델링 육아를위한커뮤니

티공간으로구성하는게특징이다

도시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선도

적역할을하고있다 지난 1일지역어르신

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환경지킴이

발대식을연게대표적이다 도시공사가저

소득층을위해각구별로매입한임대주택

75개동 824호의관리를지역어르신 182명

에게맡긴것이다 윤영기기자penfoot@

현재 도시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

다 도시발전을 앞당기면서 더불어

사는광주 따뜻한광주를만드는

데모든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

조용준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을추진하면서도 사람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 경영철

학을 놓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런 철학은

지난해부터운영하고있

는 도시재생대학에 녹

아있다 이대학은도시를무분별하게개발

하는것에서벗어나옛도심에활력을불어

넣어새로운공동체사회를만들자는취지

로운영되고있다

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도 도시문제를

해결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소규모 사회 통합형 공동

체 주택은 소(少) 자녀고령화 시대를 대

비해 100200세대를 저층으로 건립하는

미래형주택단지다아이를낳지않는젊은

가족과고령부부독거노인을배려한주거

형태다

우리사회에서 혈연중심 가족형태가 붕

괴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혈연의

틀에서벗어나새로운형태인사회가족제

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도시공사가 소규

모통합형공동체주택셰어하우스에공을

들이는이유가여기에있습니다

도시공사는지난해공사 설립 이후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2015년 결산결과 매

출액은 4024억원으로 전년 2723억원보다

무려 4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60억원

으로전년 739억 원보다 16% 상승했다 이

런성과가반영돼행정자치부주관지방공

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에선정됐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에너지밸리 조성광주 산업지형 바꾼다

어르신 임대주택환경지킴이 발대식 제2기도시재생대학입학식 <광주도시공사제공>

따뜻한 도시공동체만들기셰어하우스에 공 들일것

조용준 사장 인터뷰

산단구축지역경제활성화

주민 참여 도시재생도 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