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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확대에지역기업들비상
반도체이어자동차 석유화학 광산업등전산업확산우려

기초소재취약한지역경제직격탄…정부 가용자원총동원

일본이반도체소재에대한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가 전 산업

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관련영향을분석, 주시하고있다.

반도체소재 3개품목수출규제의영향

이 미미했던 광주전남지역 기업들도 규

제품목확대소식에비상이걸렸다. 주력

업종인자동차석유화학전자부품광산업

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

기때문이다.

◇추가 규제땐 지역경제 직격탄= 지역

경제계는일본이반도체소재 3개 품목에

이어기초소재수출규제품목을추가하면

큰타격을입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예

상품목이자동차석유화학전자부품공작

기계 등 지역 주력업종이 대거 포함되는

탓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일본수출규제품목

이추가되고장기화되면지역경제는올스

톱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

차화학공작기계 분야 기초소재 일본 의

존도가높기때문이다.

광주상의관계자는 우리나라기초소재

는 매우 취약하다. 기술력이 일본에 비해

10~20년뒤처져있다면서 자동차화학

공작기계분야의기초소재가일본에서들

어오지 않으면 광주전남 주요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다고진단했다.이때문에광주상의는지

역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영

향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

지금까지진행된반도체소재 3개 품목

(TV 스마트폰액정에쓰이는플루오린폴

리이미드(FPI),반도체부품인포토리지

스트(감광액 PR),고순도불화수소(에칭

가스 HF))규제와관련해서는광주전남

경제에는영향이미미했다.

반도체생산업체가엠코테크놀로지코리

아한곳뿐인데다,규제품목이엠코코리

아 생산 아이템에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

이다. 반도체 수출 규제는 웨이퍼를 생산

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타깃으로

하고있다는것이다.

광주전남대표적반도체기업인앰코코

리아는포토리지스트를30%정도일본에

서수입하지만대체가능한것으로알려졌

다. 특히현재남아있는재고도여유가있

고, 향후 장기적으로 수출 규제가 지속되

더라도 일본이 아닌 국내나 유럽, 북아메

리카등에서조달이가능하기때문에크게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앰코 측

의설명이다.

◇정부, 가용자원총동원 = 정부는일

본의대(對)한국수출규제에따른국내기

업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마련

에박차를가하고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성사된한일양자실무협의에서일본이한

국을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하면서정부가한

층 더 광범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됐다.

정부는대일의존도가큰소재부품개발

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동시

에,일본의추가보복등장기전에대비해

상응조치를적시에꺼낼수있도록대비

하고있다.

정부는 대미 외교전,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협의,제3자를통한진실규명제안등

외교적해법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국내에서는예산세제행정절차최소화

등 가용자원을총동원해대책을마련중

이다. 특히, 국회에서심의중인추가경정

예산(추경)안에일본수출규제대응을위

한 예산을 최소 1200억원 이상 증액하기

로하고이번주초구체적인사업목록을

확정할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가세 25일까지신고 납부하세요

광주국세청 47만여명대상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9년도제1기부가가치세를확정신고

납부해야한다고 12일밝혔다.

확정신고납부대상자는 47만7000명

(개인 일반과세자 38만6000명법인사

업자9만1000개)이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

지납부하면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 자료를 3만4000명에게 제공하는

등세금을성실하게신고납부할수있도

록하고있다. 납세자는자기검증서비

스를이용해전자신고단계에서신용카

드매입세액과다공제여부등을스스로

점검할수있다.

또 개인사업자 5만6000명에게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

우에는업종에관계없이모바일홈택스앱

을통해간편하게신고할수있도록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투자

후국내로복귀한 유턴기업에환급금조

기지급,경영애로사업자납세유예등

적극적인세정지원으로경제활력을제고

하겠다며 불성실신고자는신고내용확

인등세무검증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중흥동 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분양

18일1순위청약

전가구남향 100%지하주차

제일건설㈜은광주시북구중흥3구역

전남대후문인근에재개발아파트 제일

풍경채 센트럴파크 <투시도>를 공급한

다. 견본주택은서구죽봉대로 53(화정

동 11-14)에마련,지난 12일문을열었

다.입주는 2022년2월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2개 블록으로 구성됐으

며,지하 2층~지상최고 25층, 17개동,

총1556가구대단지다.이중857가구가

일반분양된다.전용면적별일반분양은

S-1블록에서 ▲84㎡ A형 255가구 ▲

84㎡B형 390가구▲109㎡ 48가구 등

693가구이며, S-2블록에서▲39㎡7가

구 ▲59㎡ 134가구 ▲74㎡ 23가구 등

164가구다.

청약일정은 17일특별공급을시작으

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을 받

는다. 25일당첨자를발표하고, 다음달

6~8일사흘간분양계약을진행한다.

최근광주고분양가논란이일고있는

가운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합리

적인 가격을 책정했다는 게 인상적이

다.

분양가는 3.3㎡당평균 1200만원이

다. 1순위 청약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

지 않고 전매 제한기간도 6개월로 짧

다.

이 아파트는 제일풍경채만의 특화설

계를도입한다. 16~17%낮은건폐율에

전가구남향위주로배치해자연환기와

일조량을극대화했다. 또 100% 지하주

차시스템을도입,지상에차없는단지로

조성한다.

전가구최첨단 IoT 시스템도도입된

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어디서든 스마트

기기하나면집안가전제품을제어할수

있고(IoT 연동가전별도구매시) 엘리

베이터 호출, 무인택배 도착알림, 에너

지사용량관리등이가능해진다.

갤러리가든, 플로럴가든, 웰커밍 가

든, 물빛아트리움, 멀티필드 등 다양한

테마로 조성되는 조경시설은 자랑거리

다.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커뮤

니티시설도마련된다.

교육교통환경이우수하고생활편의

시설도잘갖춰져있다. 광주를순환연

결하는지하철2호선이예정돼있어더블

역세권입지다.특히전남대와광주역주

변은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지여서개

발호재가더해지고있다.

분양문의, 1899-219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日수출규제피해기업

긴급안정자금지원

중기부 애로신고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중소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등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15일부터전국 12개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

영하기로했다.

수출규제로매출감소등구체적인피해

를 본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

원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일본수출

규제애로센터 062-360-9194.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12일광주시동구전남여고에서열린기아차광주공장 드림토크콘서트에서강사로초청된대한민국1호쇼핑호스트유난

희씨가강연을마친뒤학생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기아차광주공장제공>

기아차광주공장,전남여고서 멘토드림토크콘서트

쇼핑호스트1호유난희씨강연

청소년에꿈 희망 진로도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 12일 광

주시동구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멘토강

연프로그램인 드림토크콘서트를열었

다고 14일밝혔다.

드림토크콘서트는 기아차 광주공장

의대표사회공헌활동인 기아챌린지콘

서트의하나로,다양한분야에서성공을

거둔멘토들의특별강연프로그램이다.

이날토크콘서트주인공은대한민국 1

호쇼핑호스트유난희씨였다.유씨는어

린시절아나운서를꿈꾸며8년동안22번

의아나운서시험에도전했지만결국아

나운서가되지못했다.그는포기하지않

고방송을하고싶다는꿈하나로쇼핑호

스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방송무

대설수있었다고자신을소개했다.

유씨는학생들에게 때로는차선이최

선의선택이될수있다고조언했다. 유

씨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쇼핑호

스트라는직업에대해안내하고, 자신이

성공할수있었던비결은직업에대한확

실한가치관과끊임없는노력이었다고전

했다.이어멘토와의일문일답을통해여

학생들이가지고있는진로와미래에대

해고민을함께나눴다.

기아차관계자는 실패에굴복하지않

고꿋꿋하게자신의길을개척한유난희

멘토의강연을통해진로와꿈을찾고이

뤄가는과정에대한힌트를얻을수있었

을것이라며 기아차광주공장은앞으로

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

움이 되는 후원활동을 계속해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86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4 17 19 22 24 40 4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3,933,755,250 5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7,511,042 57

3 5개숫자일치 1,507,186 2,175

4 4개숫자일치 50 000 109,516

5 3개숫자일치 5,000 1,820,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