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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단독주택용지가 높은 관

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담양에 조성되

는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조감도가

주목을받고있다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는 담양읍 가

산리와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에

127만7173 규모로 주거시설과 관련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는 국내 최초 단

독주택위주의명품계획도시 개발사업

이다

이 단지는 단독주택 772가구 공동주

택 68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도

시개발사업으로는 보기 드물게 공동주

택보다단독주택비중이더높다

또 기존의단독주택지와는달리수도

권의신도시나택지지구에서나볼수있

었던자체주거인프라시설도함께지어

질 예정이라 생활의 편리함을 더했다

복합단지 내에는 교육시설 대형마트

상가병원 등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

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소공원 등

다양한녹지공간이구축된다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메타세쿼이

아길 소쇄원 죽녹원등의유명관광자

원이단지에서멀지않아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시행사인담양대숲마루(주) 관계자는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차별화되는 민

관공동사업모델로서자연과인간의공

존이라는슬로건에부합하는자연친화

적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광주시와가까운입지 전국주요지역

진출입이 용이한 광역 교통망 도시와

함께 조성되는 자체 인프라 등을 통해

사는 맛이 다른 도시로 조성할 것이라

고밝혔다

5월 중 단독주택용지 총 772필지 중

잔여필지인 169필지에 대한 공급에 이

어근린생활시설및상업용지기반시설

용지도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광주 서구 마륵동 1648번지

(광주 지하철 상무역 2번 출구 인근)에

마련돼있다 문의 16000616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공동혁신도 빛가람도시 주민

두명중한명은한때나주를떠나고싶

었던적이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 병원

과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고 문화시

설도 변변찮아 살기 힘든 탓이다 특히

교육여건에대한불만이크고 기존광주

와나주지역민보다는새롭게둥지를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고

이들대부분은가족과떨어져살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14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광주

전남연구에 게재된 김현철 책임연구위

원의 빛가람혁신도시 교육발전 과제 및

협력 방안에 따르면 빛가람도시주민들

의 삶의만족도가낮았다

광주전남연구원 지난해 11월 빛가람

동 주민 2만6671명 중 표본수 1113명(기

존 주민 588명 이전기관 직원 525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대면및 설문

조사를 했다 이 조사의 신뢰수준은

95%표본오차는±287이다

이를살펴보면도조사 조사대상자중

551% 혁신도시를 떠나고 싶은 적이 있

다 응답 특히 교육여건 불만족 584%

주변 지인에게 혁신도시 이주를 권한다

는응답도 194%에그쳤다

정주여건 불만족은 이전기관 직원들

이 가족을 얼마나 데려왔는지 조사에서

도여실히드러났다

이 조사를 통해 이전기관 직원의 거주

하는 인원 수는 1명이 358%였으며 2명

146% 3명 296% 4명 173%로 나타났

다 또 이전기관 거주 가족 수는 혼자가

443%로가장많았고부부와자녀는 26

1%에그쳤다

향후가족전체가이사할 의향에대한

부정적 응답도 644%에 달했고 무응답

(203%)도 많았다 가족을 데려고 오겠

다는답변은 153%에그쳤고 가족 이주

의사가 있는 주민 중 330%는 빛가람동

이 비교적 정비될 것으로 보이는 3년 이

후를생각하고있었다

주민들은정주여건나쁜 이유중편의

시설 부족을 손꼽았다 편의시설에 만족

도 조사에서 불만족은 382%였고 매우

불만족도 234%에달했다

이 중 문화여가시설(스포츠 영화 도

서관) 불만족 394% 보통 177%이었고

만족한다고답한사람은 45%뿐이었다

문화여가시설에대한불만은이전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더욱 컸다 직원들 중

437%문화여가시설에대한매우불만족

했고 377%로불만족하다고말했다

영유아 보육여건(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불만도컸다 조사대상중 297%는

만족하지 못했고 154%는 매우 불만족

하다는평가였다

학교 학원 특수목적고 학령기 자녀

교육여건도 열악해 불만족 370% 보통

286% 매우불만족 214%순이었다

식당과 술집 중심으로 임대가 진행되

고 있는 상권에 대한 물만도 컸다 병원

과약국등실생활에필요한의료시설이

턱없이부족하기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보건시설에 대한

질문에 403%는 불만족했고 324%는

불만을 털어놨다 교통여건도 나빠매우

불만족 362% 불만족 331%였다

이와 같은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응답

자들은고작 447점만을줬다

이에 응답자들은 시급하게 확충해야

할 시설로 의료보건시설 274% 학원교

육시설 123% 도로교통시설 112% 공

원시설 23%등을꼽았다

또 생활환경개선시급한것은악취문

제 378% 공사장소음 199% 공사장분

진 184% 범죄예방치안유지 123% 상

수도탁수문제 89%등을지적했다

교육 문제해결을위해서도명문고 18

5% 특목고 설립 172% 우수 교사진 확

보146% 광주와혁신도시간공동학군제

운영 128%등을개선사항으로내놨다

김현철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

책을내놔야한다면서 에너지관련특

성화고와 국제전력대학원 등 전문 고등

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등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조언했다

윤현석오광록기자 chadol@

나주혁신도시주민 2명중 1명 떠나고싶었던적있다

문화여가불만족 814%의료 727%교육여건 584%

총 만족도 447시급과제의료교육도로교통공원順

광주전남연구원정주여건만족도조사

로또복권 (제7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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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3427542000

2 57125700

3 1538947

4 50000

5 5000

6개 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 숫자일치

4개 숫자일치

3개 숫자일치

당첨자수

5

50

1856

93279

15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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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12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로 떠오르고 있는 레독스흐름전지(RFB) 국가표준 공청회와 함께 시험인증인

프라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한국전력공사 연구기관 관련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 공청회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관심 집중

담양읍일대단독공동주택 1452가구생활인프라자체구축

세계곳곳에서대규모랜섬웨어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기업 두 곳도 랜섬웨

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드러나지

않은 감염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더클것으로추정된다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

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내 기

업 5곳이 랜섬웨어 관련 문의를 해왔고

이 가운데 두 곳은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기술지원을받기로했다

랜섬웨어와관련한개인들의문의도이

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민

간 보안업체와 데이터 복구업체 등을 통

해 접수되는 피해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지사를 둔 국내

회사들이네트워크를통해감염되는 사례

가나타나고있다며 이미지를고려해외

부로알려지는것을극도로꺼려하다보니

정확한피해파악이쉽지않다고전했다

랜섬웨어는중요파일을암호화한뒤이

를 복구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

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유

럽을 중심으로 세계 약 100개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해 병원

기업 정부기관 등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차질을빚었다

보안이취약한윈도옛버전을사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의주요타깃이될것으로보인다윈도 10

버전은자동으로보안패치가업데이트되

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윈도 7 이하

버전은업데이트가제때이뤄지지않는경

우가흔해 피해를볼가능성이있다

특히윈도 XP이하옛버전은MS가보

안 업데이트를 중단해 별도 보안 패치를

수동으로설치해야감염을막을수있다

보안 패치는 MS 업데이트 카탈로그 사

이트 (http wwwcatalogupdate

microsoftcomSearchaspx?q KB

4012598)에서내려받을수있다 연합뉴스

랜섬웨어공격확산국내기업 2곳 감염신고

변종등장으로재확산우려보안 패치수동설치해야

기아자동차의 대표 세단 모델인 K시리

즈가 2009년 출시 이후 8년 만에 글로벌

누적 500만대판매를돌파했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K시리즈는 올해

(14월) 24만7157대 등 첫 출시 후 지난

달까지 국내에서 92만1947대 해외에서

410만2067대 등 총 502만4014대가 판매

됐다

해외판매분의경우국내공장에서수출

된 물량은 128만66대이며 282만2001대

는해외공장에서생산돼팔렸다

K시리즈는2009년 11월처음출시된준

대형세단 K7을 비롯해중국전략형모델

K2(2011년출시)준중형세단K3(2012년

출시) 중국 전략형 모델 K4(2014년 출

시) 중형 세단 K5(2010년 출시) 대형 세

단K9(2012년출시) 등으로구성됐다

2009년 5644대가팔린 K시리즈는 2010

년 13만3256가 판매됐고 2014년에는 역

대최다인 98만3250대가글로벌시장에서

팔렸다 K시리즈는 2014년 기아차 전체

판매량의 323%를차지하는등최고인기

를누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K시리즈 500만대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