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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축협(조합

장 임희구)이 지

난 20112013년

3년간 함평을 대

표하는 한우브랜

드 함평천지 한

우를 500억원어

치 판매하는 성

과를거뒀다

임희구 조합장

은 최근 농협중

앙회 본관 대강

당에서열린월례조회에서축산물판매

5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사진 이

러한 영예는 함평천지 한우의 브랜드

전략화에따른것으로 생산농가위주의

정책과판매활성화를위한노력의결실

이기도하다

함평축협은 함평천지 한우 홍보와

매출신장을 위해국회 시식행사와 서울

강남구청관악구청광진구청 등 수도

권홍보와현지판매행사를통해공격적

인마케팅정책을펼쳤다

이러한 결과 함평축협은 지난해 2013

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

서최우수경영체로선정돼농림축산식품

부장관상(인센티브8억원)을수상했다

이와 함께함평축협은함평 가축시장

의옛명성을회복하기위해전자경매를

실시하는등과감하고새로운시도로발

전을 꾀했다 함평축협이 운영하는 함

평천지한우프라자가 전국 555개 식당

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결과 전국 최우

수모범업소로선정되기도했다

또한 함평천지 한우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연속 우수 축산물브랜

드인증을받아전국최고한우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 밖에도 2005년 우수 농축산물 대

전최우수상 2008년한우능력평가대회

최우수상 2009년우수축산물브랜드조

직발전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

고 있다 2008년 한우산업 특구지정을

비롯해2009년지리적표시등록전남도

지사인증 ISO14001인증 무항생제인

증등다양한경력을가지고있다

임희구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한 판

매사업과 신용사업으로 균형적인 성장

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

협의기본의무인농업인권익보호를위

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영광군은 지난

15일 제14회 상

사화 축제의 성

공적인 개최를

위해불갑산상사

화 축제현장에서

간부회의를 개최

했다

김준성 군수는

타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를 위해 꾸준

히대국민아이디어를공모하고 상사화

꽃말과관련된설화를발굴하는등오직

영광에서만만날수있는특별한축제를

만들기위해최선을다해달라며 축제

의성공적인개최와함께군민과함께하

는 행복한 영광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었으면한다라고당부했다

해마다 불갑사 관광지구에서 열리는

상사화축제는해마다축제기간에만 60

여만명의관광객이찾고있다

올채 축제는 19일부터 21까지 사흘간

아름다운 상사화 그리움이 번진다를

주제로열린다 상사화사진전을비롯해

사랑의전설과설화를재연한연극과공

연 야생화분재수석전시 상사화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준비돼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함평축협 축산물판매 500억원 달성

2011년부터 3년간함평천지한우브랜드전략화성공

영광군 상사화축제성공힘모으자

불갑사관광지구축제현장서간부회의

무안초당대학교(총장김병식)가직업조종사양

성에발벗고나섰다

초당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무안 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에서 콘도르 비행교육원(원장 김재

용이하 비행교육원)을 개원식을 갖는다 초당대

는무안국제공항이가진천혜의비행환경을기반

으로 항공분야 특성화 전략과 점프업(Jump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행교육원을 설립했

다

최신 항공기 도입 현장 운항실습초당대는

2012년 항공계열(항공운항 학과 항공정비 학과

항공운항서비스 학과)을 개설해 항공기 조종사를

비롯해정비사와객실승무원을양성하고있다

초당대는 항공운항과 재학생들의 운항실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비행교육원을 설립하

고지난 5월오스트리아다이아몬드에어크레프트

(Diamond Aircraft)사로부터 4인승단발교육용

항공기인DA40NG 3기와동일기종의시뮬레이

터(모의비행훈련장치)를도입했다

비행교육원은지난 6월 지상성능테스트→시험

비행→항공기 인허가 검사(표준감항) 등 항공교

육을위한모든준비를마쳤다 이어 8월초에항공

운항학과 2 3학년 32명을 대상으로 비행교육원

입과식을 갖고 무안공항과 해남군 산이 비행장에

서 비행기량과 이론적 지식을 배양하는 본격적인

비행실습을개시했다

비행교육원은 교육생들에게 기본적으로 3년

(24학년)동안 200시간의 운항실습을 실시해 직

업조종사의최소요구조건인▲자가용조종사면

장(License) ▲계기비행증명▲사업용조종사면

장을취득하도록한다

또한 교육생들은 ▲다발(쌍발엔진)한정 과정

(MultiEngine Rating) ▲조종교육증명과정▲

경력추가(Time BuildUp ) 과정 등을 선택과정

으로 추가로 수강해 비행경력을 쌓고 해당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

후공군해군조종사 비행교관 민간항공사부기

장등으로진출하게된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에도 일조무안 국제

공항은 지난 6월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 조종인

력양성시스템구축을위한비행훈련센터후보지

로 선정돼 비행훈련 사업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

과협조를아끼지않고있다

초당대 비행교육원 또한 무안 국제공항과 상생

을 위한 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오스트리아 RO�

TAX 엔진(Engine)사와 MT Propeller사 등과

MOU를 체결하고 경량 항공기의 정비방식 개선

및조종사의안전한비행을지원할수있도록훈련

센터를설립할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무안 국제공항이 MRO(항공정비

센터Maintenance Repair Overhaul) 등 정

비인프라를갖춘명실상부비행하기좋은최고의

공항으로발전할것으로기대된다

김재용 콘도르 비행원장은 실제 공항과 최첨

단 항공기를 통한 살아있는 현장실습은 교육생들

로하여금직업조종사로서의기량과경험을축적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습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윤도휘(1학년) 군이

최근 2014년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험 합격자

100명가운데전체수석의영예를안았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지역조종사꿈나무 창공의꿈 성큼

DA40NG시뮬레이터에서비행술을익히고있는예비조종사

초당대교육용항공기 3대도입25일 비행교육원개원

운항정비항공서비스 등 3개 학과 실무교육 본격화

길이×폭×높이 81×119×198m

최대이륙중량 1198

최대속도 시속320

순항속도 시속279m

순항최대항속거리 1341

제작사 오스트리아다이아몬드
에어크래프트社

탑승인원 4명

제원

초당대교육용항공기DA40NG

 4인승단발비행기

날개가동체하단에
위치한저익기

 DOHC방식디젤엔진과
가변피치형프로펠러
적용

최첨단항공전자공학
장비장착해시인성우수

특징

무안초당대학교항공운항학과학생들이창공(蒼空)을나는꿈을키워

가고 있다 초당대는 콘도르 비행교육원을 설립하고 최신형 교육용

항공기를도입해항공운항학과2 3학년 30여명을정예조종사로양성

할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