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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채솟값이 출렁이고 있다 한동안

고공행진을이어가며외식물가상승을이

끌었던일부채소들은가격안정세를찾아

가는반면 또 다른채소들은한파여파로

오히려가격이급등하고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산물유

통정보(KAMIS)에 따르면 미나리 1의

소매가격은17일기준평균4943원이다 한

달전6840원에서277%나떨어졌다

갓도 1 평균 가격은 한 달 전 3333원

이었으나 이날 2270원으로 319%나 하락

했다 식탁에 자주오르는오이는 10개 기

준 같은 기간 1만283원에서 7690원으로

252% 떨어졌고 애호박도 1개당 평균

2291원에서 1542원으로 327%나 가격이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시금치도 3739원으로한달전 4030원보

다 72% 내렸고 겉절이나 국거리로 쓰이

는얼갈이배추도 2754원에서 2304원으로

163% 저렴해졌다

특히 양념 채소인 대파와양파는더심

각하다 날씨가 풀리면서 생육이 빨라지

고 출하량도 많아 가격이 폭락해 초과 물

량시장격리조치등이추진될정도다

대파는 1당 평균 2863원에서 2266원

으로 209%가떨어졌다 이는 1년전 3583

원에 비해 368%나 급락한 것이다 양파

는현재 1당 1807원으로한달전 2058원

보다 122% 1년 전 2627원보다는 312%

나하락했다

반면 한파 피해를 입었던 일부 채소들

의경우가격이급등해정부가비축물량을

풀고 추가 수입을 유도하는 등 대책마련

까지 나선 상태다 한쪽에선 폭락으로 눈

물을머금고밭을갈아엎고있는반면 한

쪽에서는수입을유도하는등상반된모습

을보이고있다

이날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무와감자

가격은지난겨울한파영향에따른출하량

감소로평년보다고공행진을하고있다

4월 상순 20당 무도매가격은겨울무

저장량 급감탓에 평년보다 788% 오른 1

만8611원을나타내고있다

다만 5월상순부터는시설봄무출하량

증가로가격이하락세로전환할것으로전

망되고있다

농식품부는수급안정을위해정부비축

물량 600t을탄력적으로방출할계획이다

가정용수요가집중되는주말에는할인

판매 행사를 하는 한편 계약재배를 실시

해 시설 봄무의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감자 저장물량도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

해부족한상황이다

4월 상순 기준 도매가격은 20당 11만

5128원으로 평년보다2371%나급등했다

농식품부는 감자 의무수입물량(TRQ)

공급을확대하기위해수입업체를대상으

로 수입권공매 2000t 추가 입찰을 진행하

고있다 낙찰이완료되면내달말까지이

미 도입된 TRQ 물량 외에 2000t이 추가

수입될 전망이다 또 중앙주산지협의회로

하여금 노지 봄배추 재배면적을 적정 수

준으로 사전 조절하고 작황 호조 등으로

공급과잉이우려될경우에는적기에충분

한 물량을 수매비축하여 여름철 배추 수

급불안에대비하겠다는입장이다

농식품부관계자는중장기적으로주산

지 중심의 수급조절 거버넌스 구축 가격

안정 프로그램 강화 등을 실시해 농산물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계획이

라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

�코스피245377 (372) �금리 (국고채 3년) 218% (+001)

�코스닥90122 (+433) �환율 (USD) 106700원 (70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700ml 대용

량 잎새주를 특별 한정

판으로 출시한다 잎새

주의 맛과 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성비를

높인 제품으로 18일 출

시된다

보해양조는 최근 지

하 253m 천연암반수 수

원지 인근에서 새로운

샘물을 추가로 확보했

다좋은소주를만드는데가장중요한것

은 80%를 차지하는 물이다 보해는 깨끗

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확보한 것을

기념하기위해한정판제품을출시하게됐

다

보해가 한정판으로 내놓은 잎새주 700

ml는 기존 잎새주(360ml)의 두 배에 이

르는 700ml 대용량이지만 맛과 향 그리

고 도수는 178도로 동일하다 용량은 두

배로늘었지만출고가는 1980원으로소비

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잎새주

700ml 는 한정판 제품으로 3만5000 병만

생산유통될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두배커진잎새주

보해700ml 3만5천병한정생산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김영구)

는 17일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

60회정기총회를개최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

는 한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전남도회는회의에앞서건설

산업유공자표창및지역건설관련학과

우수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1950만

원) 전달식도가졌다

전남도회는또▲제값받고안전시공

할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 ▲성장동력

확보를위한시장창출▲건설규제혁신

및 시장 건전화 추진 등에 적극 나서기

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정찬민)은 17

일 오후광주시남구봉선동유안근린공원

에서열린 2018 장애인의날기념남구장

애공감나눔행사를후원하고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장애공감 나눔행사는 장애인과 비장

애인이공감하고화합하는시간을통해장

애인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

련된행사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열린 제1회

장애공감 나눔행사 에 이어 올해도 행사

를 후원 700만원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가 추구하는

사회공헌공유가치인보편적이동권(Mo�

bility) 실현과 장애인 인권 향상 살기 좋

은지역사회를만들어나가는데앞장서겠

다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중소건설업상생하는건설환경조성

대한건설협전남도회정총올 예산확정장학금전달식

기아차광주공장 장애공감나눔행사후원

기아차엄원용광주지원실장오른쪽이 17일 장애공감나눔행사후원식에서 무장애 남구를만드는사람들 강경식 상임대표에게

후원금700만원을전달했다 기아차제공

롤러코스터 채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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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갓오이하락속한파입은감자무 고공행진

채소값등락 외식물가에직격탄정부수급대책나서

효성이 전력망 사고를 예방하는데 적

극나서기로했다

효성은지난 16일서울시마포구본사

에서대한전선과 변전소통합자산관리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전략적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사진했다고 17일

밝혔다

효성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초고압

(154㎸급) 및 배전(229㎸급) 케이블에

센서를설치 실시간으로온도와이상방

전여부를수집하고케이블상태를진단

해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케이블 진단

시스템을개발하기로했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케이블의 이상 징

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어

제주 대정전(2006년 4월) 사고나 부산

정관신도시 정전(2017년 2월) 사고 등

케이블고장으로인한정전과조업손실

을예방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

다 김지을기자 dok2000@

효성대한전선 전력망사고예방협력

변전소자산관리시스템개발협약

효성은 지난 16일 오후 효성 본사에서 대한전선과 변전소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

협력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 효성제공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을직접채용하기로했다광주

지역에서도 230명의 협력사 직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조활동도 보장하겠다고 밝히

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기조에도 변

화가생기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협력업체직

원들을 직접 고용키로 했으며 전국금속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도 합의했

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또 노

조 및 이해 당사자들과 조속한 시기 내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협

의를시작하기로했다

이번 조치로 광주지역 230명을 비롯

전국 90여개협력사에서 8000명안팎의

직원을직접고용하게될것으로예상된

다 김지을기자 dok2000@

삼성전자서비스 광주 협력사 230명 채용

전국 90여곳 8000명 직접 고용노조활동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