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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1 등록부서도시과

에너지산업 기반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 원도심-혁신도시 상생발전 기폭제 

국비 100억원 지원, 세제 혜택 등 규제특례적용 

호남권 교통의 요충지이자 나주 중심부에 위치한 KTX나주역 일대가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기반한 지역 상생과 경제 발

전 랜드마크로 도약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일 송월동 KTX나주역 일원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성장촉진형 투자선도지구’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 큰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

성화시켜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투자선도지구 18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11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 지정 시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국토부 관련 공모 선정에 이은 지구지정 절차에 힘쓴 결과 8월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자선

도지구로 지정,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에는 나주시와 민간 출자회사 공동으로 나주역 일원(송월동·토계동) 779.948�부지에 2138

억원을 투자한다. 

(가칭)에너지혁신창업타운, 에너지체험·스포츠파크 등 에너지 연구·업무시설을 비롯해 산업·상업·의료·관광·문화시설을 아우르

는 융복합 지구 조성이 핵심이다.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나주시가 시정 핵심 목표로 강조해온 지역 상생발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지난 4월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종 반영되면서 광역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한 나

주역 일대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더해질 전망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 성과는 민선 7기 시정 핵심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왔던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발

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호남의 중심도시의 마중물이 될 빛가람에너지클

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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