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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고추, 참깨 생산량이 모두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고추 재배면적이 늘

어나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참깨 생산

량은 잦은 강우로 인해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추 생산량은 6만76t

으로 1년 전보다 23.4%(1만8천361t) 감

소했다.

재배면적이 지난해 3만1천644㏊에서

올해 3만1천146㏊로 1.6%(498㏊) 감소

했고, 10a당 생산량도 248㎏에서 193㎏

으로 22.2%(55㎏) 급감한 탓이다.

올해 참깨 생산량도 6천795t으로 작년

(1만2천986t)보다 47.7%(6천191t) 줄어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

다.

특히 전남지역 고추 생산량은 전국 시

·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 2번째로 많았지

만,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올해 전남지역 고추 생산량은 9천941t

으로 1년 전보다 12.9%(1천472t) 줄었

으며, 재배면적도 4.7%(232㏊) 감소한 4

천682㏊로 집계됐다.

10a당 생산량(212㎏)도 작년과 비교

해 8.6%(20㎏) 감소했다.

반면, 광주지역 고추 생산량은 221t으

로 1년 전보다 28.9%(50t) 증가했다.

재배면적이 지난해 91㏊에서 올해 11

0㏊로 21.3%(19㏊) 늘었으며, 10a당 생

산량도 189㎏에서 201㎏로 6.2%(12㎏)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남지역 참깨 생산량(1천325t)

은 1년 전과 비교해 49.5%(1천300t) 감

소했으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8.5%

(557㏊) 줄어든 6천227t으로 집계됐다.

10a당 생산량(21㎏) 역시 지난해보다

44.8%(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참깨 생산량은 69t로 전년대

비 20.2%(17t) 줄었으며, 재배면적(172

㏊)과 10a당 생산량(40㎏)도 각각 14.6

%, 6.5%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이식기(1-5

월)까지 말린 고추인 화건의 1㎏당 평균

가격은 1만3천412원으로, 작년 같은 시

기(1만9천409원)와 비교해 가격이 대폭

떨어진 것이 고추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

졌다”며 “생산량의 경우 긴 장마와 연이

은 태풍으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수해 및 병충해가 전년 대비 급증한

탓에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파종기 참깨 가격

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기계화율이

어려운 참깨 재배특성과 농가 인구의 고

령화로 참깨 재배면적이 줄었다”며 “생

산량이 감소한데에는 개화기(7-8월) 장

마와 태풍으로 인한 잦은 강우로 생육이

저하됐고, 피해율 또한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덧붙였다. /최환준기자

전남지역고추·참깨생산량 ‘뚝’
장마·태풍영향…전년比1천472t·1천300t각각감소

광주는 재배면적 증가로 고추↑·잦은 강우로 참깨↓

코스피2년 10개월만에최고치 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경신한23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

있다.코스피는전날보다49.09포인트(1.92%)오른2,602.59에마감했으며,이는지난2018년 1월29일

기록한종가기준최고치2,598.19포인트를약2년10개월만에넘어선것이다. /연합뉴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23일 성명서를

내고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

구했다.

광주경총은 “전국금속노조기아자동

차지부가 사측과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

언하며 부분파업을 24일부터 나흘간 진

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른 기아

차 광주공장의 생산차질은 불가피할 것

이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다”고 밝혔다.

이어 “기아차의 파업여파는 기아차만

이 아닌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들에게

도 그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이

다”며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의 협력사

는 약 2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직원과

가족까지 약 수만명이 기아차 파업을 우

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완

성차 업체가 생산을 멈추면 협력사들

역시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협력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예년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간

의 갈등과 극단적인 파업사태는 회사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와 지역민 모두에

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

다.

광주경총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미

래자동차 산업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위

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뷻이라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

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최환준기자

광주경총 “기아차노조파업철회” 촉구

지역경제부담…대화·협상통해해결해야

㈜해양에너지는 도시가스 매설배관

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치기반 Map Mat

ching기술을 적용한 ‘HY-SR+(Safe

Road Plus·도로 위에 안전을 더하다)’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를 출원

해 상품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HY- SR+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

안전관리자들과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

를 통해 사용자 업무수행 편의성과 교통

안전 사고예방(안전 도우미) 및 업무 최

적화로 첨단 안전관리 수행을 목표로 개

발됐다.

국내 최고의 맵 서비스를 기반으로 위

치기반 Map Matching 기술을 도시가

스배관의 안전관리에 적용해 현장에서

매설배관 정보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긴

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상황 정보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황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는 도시가스 사용자의 안전을 적극

적으로 보호 할 수 있으며, 굴착공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된다.

이에 따라 해양에너지는 공급배관 순

회경로 작성에 적용한 경로학습자료를

토대로 한 Map Matching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타 도시가스사에

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화할 예정이

다. /박은성기자

뷺도시가스 매설배관 안전관리 주력뷻

뱚해양에너지 ‘도로위에안전븣’ 시스템상품화

한전KDN은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

회에서 10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과 IT업계 최초 품질분임조 경진대

회 출전 및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KDN은 탁월한 품질경영 역량을

인정받아 전년도에 이어 다시 한 번 품

질경쟁력 우수기업 1등급에 선정된 것

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전KDN은 1997년 ISO9001 품

질경영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ISO/IE

C 20000 등 국제품질 규격 인증과 정부

기관 인증을 받는 등 지속적인 품질경영

을 추진했다.

전력 산업의 정보보안 대응 능력 향상

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ISO/IEC 20000

(IT서비스)과 27001(정보보안경영시

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기도 했다.

IT기업 최초로 출전한 이번 품질분임

조 경진대회에서 K-사피엔스팀과 아미

고(AMIGO)팀이 현장 중심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출품, 은상과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전KDN 박성철 사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품질경영활동과 지속적인 혁

신을 통해 전력ICT 공기업으로서 국가

의 산업발전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

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한전KDN,10년연속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IT업계최초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수상

아시아나항공이 대한축구협회와 함

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유럽에 고립

된 남자 축구 대표팀 수송을 위해 전세

기를 투입한다.

23일 아시나항공에 따르면 24일 오후

12시(정오·한국 시간) 전세기 OZ5477

(B777)편을 편성해, 의료진들을 오스트

리아 빈에 투입한다.

이들은 대표팀 선수단과 의료진 18명

을 태우고 25일 오후 12시(정오·현지 시

간) OZ5487편으로 26일 오전 6시(한국

시간) 한국에 도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전세기편에 다

수의 확진자가 탑승하는 것에 대해, 방

역지침에 따라 기내 캐빈승무원들 방호

복 착용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

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선수들과 전

세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의 안전에 이상

이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유럽고립축구대표팀수송

아시아나항공 전세기 투입
대한조선은 최근 유럽 선사로부터 아

프라막스(A-MAX)급 원유운반선 1척

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박

은 2022년 3월께 인도될 예정이며, 1척

에 대한 옵션이 포함돼 향후 추가 수주

도 기대된다.

대한조선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총 17

척의 수주잔량을 확보한 상태로 2년치

안정적인 건조물량을 확보하는 등 최적

화된 경영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조선은 아프라막스급 탱커 4년

누적 수주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하며,

수년 동안 글로벌 선사에게 성공적으로

선박을 인도함으로써 명실상부 중형 선

박 전문 회사로 인정받았다. 특히 코로

나19로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은 조선업

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 수주 활동을 펼쳐, 관련 협력회

사 및 지역사회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정해선기자

대한조선, 아프라막스급원유운반선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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