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이

현조,이하지방중기청)은우리지역우수

지역특구3개소가선정됨을밝혔다.선정

된특구는고흥웰빙유자석류,담양인문

학교육,해남고구마산업이다.

전국 190개특구의 19년실적을토대

로 20년운영성과를평가해 12개우수특

구를선정했다. 12개중우리지역의고흥

유자석류특구가 우수특구로, 담양 인문

학교육 특구 및 해남 고구마산업특구는

장려특구로선정됐다.

고흥유자석류특구는 YUZA브랜드

로유럽시장진출과신제품개발성과를

인정받아국무총리상과1억5천만원의포

상금이주어진다.

담양인문학교육특구는인문학과문화

재, 생태, 예술을연계한해동문화예술촌

조성등을통해 18년고용인원 104명에

서지난해161명으로증가하는일자리창

출성과를거뒀다.

해남고구마산업특구는신제품아이스

군고구마개발과 무균 품종보급, 아마존

입점으로고용매출이확대돼 18년50명

이었던고용인원이지난해61명으로늘어

나는 성과를 거둬 장려특구로 선정되었

다. 이들 장려특구에는 중기부장관상과

5,000만원의포상이수여된다.

이번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위

원회)에서는 우수지역특구 선정과 더불

어영광보리특구등 2곳의계획변경신

청을원안의결했다. 특구계획을변경한

2곳은민자및지자체등2,980억원투자

를통해지역소득과일자리를각 587억

원, 1,485명을추가로창출할전망이다.

/박정오기자 jopark@

광주광역시는23일오전시청비즈니스

룸에서 인공지능 기업인㈜유솔, ㈜유클

리드소프트,㈜클로봇과광주형인공지능

비즈니스기반조성을위한42~44번째업

무협약을 체결하고각기업별 법인설립

및지역사무소설립을통해광주인공지

능생태계조성에적극협력키로했다.

㈜유솔은IoT기반스마트물관리플랫

폼개발,스마트수압계및검침, 원격누

수감시시스템등상수도관로원격모니

터링시스템을개발하고공급하는전문기

업이다.

㈜유클리드소프트는빅데이터분석기

반텍스트마이닝및소시오그램개발, 네

트워크 분석과 AI모델링 기반 머신러닝

및딥러닝기술자문, CCTV기반행동인

식및AI시각지능서비스등을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클로봇은이기종로봇을관리하는클

라우드 기반의 로봇관리 솔루션, 다양한

실내자율주행로봇을손쉽게만들수있

는자율주행솔루션을개발한전문기업이

다.

업무협약을통해㈜유솔은인공지능상

수도데이터분야개발을위한연구소설

립, ㈜유클리드소프트는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산업육성을위해㈜클로봇은인

공지능 로봇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각광주법인및사무소설립하는등인

공지능기반생태계조성및광주지역신

규일자리창출에적극협력해나갈계획

이다.

주요협약내용은▲인공지능클러스터

생태계조성및비즈니스플랫폼구축을

위한기술정책자문▲인공지능분야인

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연구소및지역사무소신설추진▲AI산

업 생태계조성을위한다양한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인공

지능분야전문인력교육및취업프로그

램기획추진등이다.

채은경 ㈜유클리드소프트 대표이사는

AI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데이터인력양

성교육프로그램개발진행으로교육수

료 후에는 채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면

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서 충분한

교육인프라지원및AI기반사업구축으

로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하게돼기

쁘다고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광주

가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고인공지능 4

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해 나가면서

세계적인공지능도시로성장하는추동력

이될것으로기대한다면서 누구나새로

운기술과아이디어만있으면성공할수

있는인공지능생태계를조성하여광주에

오는AI 기업들이세계적기업들로성공

하고많은지역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

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

/박정오기자

전라남도는 23일중국저장성과 제22

회한중포럼(전남도-저장성) 을갖고한

중기업협력에대한다양한현안을논의

했다.

한중포럼은 지난 1999년부터 전라남

도와저장성이함께번영할수있도록공

동현안에대한주제를선정,매년윤번제

로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속 한중기업협력방안을주제로온라

인영상회담으로진행됐다.

먼저정광선전라남도중국협력팀장이

코로나19대응수출기업지원정책에대

해코로나19 수출피해신고센터운영및

금융물류비마케팅 분야 수출기업 지원

대책에관해발표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체인의 재구축과 저

장성의 새로운 쌍순환 발전 패러다임의

전략적허브구축을발표한황셴하이저

장대학교경제대학교수는글로벌산업체

인재구축동향을설명하고중국과세계

의새로운쌍순환발전패러다임을제시

했다.

사례발표로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 최욱림 팀장의 수출기업 화상

상담등코로나19피해기업지원사례와

서동순전라남도유통기획팀장의 코로나

19 대응전남농수산식품온라인판로확

대를위한남도장터운영이각각설명됐

다.

내용은 지원사례분석을통한온라인

화상상담 개선방안, 올해 괄목할만한 성

장세를보인남도장터의운영성과로각각

구성돼눈길을끌었다.

또저장성의인샤오핑중국공산당저장

성위원회 판공청 정보처장이 저장성은

한중일 산업체인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발표하고,

루촨 저장정태코리아에너지 총재가 한

중 산업체인 협력에 대해서 정태코리아

에너지한국시장업무전망을주제로대

해한국시장내사업전망과국내모듈생

산라인설치및국내기업과협력계획을

공개했다.

송상락전라남도행정부지사는 코로나

19로상호방문교류가어려워온라인한

중포럼은전남과중국자매우호지역간정

보 공유와 협력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한중포럼에서공유된기업

지원방안을도수출지원정책에접목하

는등앞으로도수출기업육성및수출확

대에온힘을쏟겠다고말했다.

한편,전라남도는장시성과11월중온

라인으로도지사와장시성장간고위급회

담을개최해코로나19 방역물품상호지

원등교류현황을살피고, 새로운교류의

제를교환할예정이다. /윤규진기자

전남도,中저장성 온라인한중포럼…韓中기업협력논의

3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로또 <872회>

추첨일 : 2019년8월 17일

번호 2,4,30,32,33,43 + 29

등위 금 액

1등 1,262,705,579원

2등 73,200,324원

3등 1,668,591원

4등 50 000원

5등 5 000원

코로나19대응수출기업지원사례상호공유

현대차콘셉트카 프로페시

한국최초레드닷어워드디자인콘셉트최우수상

현대차는 독일 노르트하인 베스트

팔렌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2020레드닷어워드(2020 RedDot

Award) 의디자인콘셉트(Design

Concept) 분야 모빌리티ㆍ수송

(Mobility & Transportation) 부

문에서 전기차 콘셉트카 프로페시

가최우수상(Best of the Best)을,

전기차콘셉트카 45 와수소전용대

형트럭 콘셉트카 넵튠이 본상

(Winner)을각각수상했다고 23일

(금)밝혔다.

현대차는이번에프로페시로최우

수상을 받으며 한국차 브랜드 최초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분야

최우수상수상이라는영예를안게됐

다.

지난 3월공개된전기차콘셉트카

프로페시는 예언을 뜻하는 차명처

럼 현대차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

) 를바탕으로미래전기차디자인의

방향성을제시한다.

공기역학을고려해매끈하게다듬

어아름다움과기능이조화를이룬차

체를 바탕으로 긴 휠베이스(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와 짧은 전ㆍ후방

오버행(바퀴중심에서차체끝까지의

거리)을갖춘것이특징이다.

이번수상으로콘셉트카 45는지난

2월 2020 iF 디자인상 제품디자인

(ProductDesign)분야수송디자인

(Automobiles/Vehicles) 부문 본

상(Winner), 9월 2020 IDEA디자

인상 자동차ㆍ운송(Automotive &

Transportation) 부문 동상에이어

세계 3대디자인상을모두받는쾌거

를달성했다.

/이문수기자zkj0000@

광주시-㈜유솔유클리드소프트클로봇, AI중심도시상생협력

이용섭광주광역시장은23일오전시청비즈니스룸에서광주형인공지능비즈니스기반조

성을위한AI유치기업3개사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있다. (사진좌로부터㈜유클리그소프

트채은경대표이사, 이용섭광주광역시장,㈜클로봇김창구대표이사,㈜유솔오광석대표

이사). /광주시제공

AI분야인재양성,일자리창출,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추진

인공지능생태계조성하여AI기업성공과일자리창출지원

광주시, 3개업체와 인공지능비즈니스기반조성 업무협약

중기청,지역뉴딜선도

우수지역특구 3개선정

고흥유자담양인문학해남고구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