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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가운데)은최근동구대인동본점

에서 2020년2학기등록금납부이벤트 당첨고객402명

가운데1등(1명)에게는장학금200만원, 2등(2명)에장학금100만원을전달했다. <광주은행제공>

광주은행등록금납부이벤트시상

전력거래소 재난 재해대비위성망구축추진

전력거래소는재난재해에대비할수있는위성

망을 활용한 급전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급전전화는 발변전소에 발전기의 기동정지나

차단기조작등과같은급전지시가이뤄지는중요

설비를 말한다.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급전지시에차질이없도록운영된다.

전력거래소는위성급전전화를구축해급전전화

망을기존유선급전전화와다중운영할계획이다.

전력계통운영의안정성을강화하기위해서다.

위성망활용급전전화시스템에서전력거래소는

전용주파수임대를통해위성중심국을운영한다.

위성중심국은내년상반기까지구축이완료된다.

전력거래소정보기술처관계자는 급전전화시스

템이구축되면안정적인계통운영에기여하게될

것이라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

한전 올 3분기연속흑자행진

저유가기조에영업익 2조3322억…전년보다88.2%증가

저유가영향으로한국전력이올해들어 3분기까

지영업이익이무려 2조8000억원증가한 3조2000

억원을기록했다.

한전측은실적을발표하면서국제유가와환율

변동에취약한구조를내세우며전기요금체계개

편의지를다시밝혔다.한전은올 3분기(7∼9월)

에연결기준으로매출 15조7113억원, 영업이익 2

조3322억원을각각기록했다고 12일발표했다. 1

년전과비교하면매출은1.26%감소했고,영업이

익은 2배가까이(88.2%)늘었다.

2018년(-2080억원)과 2019년(-1조2765억원)

2년연속적자를냈던한전은올해들어 1∼2분기에

이어3분기까지내리연속흑자행진을이어왔다.이

로써 3분기까지누적매출액(1∼9월)은 43조8770

억원,영업이익은 3조1526억원으로집계됐다.

매출은지난해보다 3546억원줄었으나, 영업이

익은 2조8419억원늘었다.

한전의이런실적은최근 3년간최고실적이다.

이는저유가기조덕분으로,발전자회사연료비와

민간발전사로부터구매한전력비용을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아꼈다. 하지만긴장마와코로나19

영향으로전기판매수익이4000억원감소했다.

한전측은 전기요금체계개편을추진해요금결

정의투명성을높일것이라며전기생산에쓰이는

연료가격을전기요금에바로반영하는연료비연

동제도입을시사했다. /백희준기자bhj@

전남쌀생산량50년만에최저…수매가샅바싸움예고

올해전남쌀생산량이70만t을밑돌며50년만에최저수준인것으로조사됐다.지난10일공공비축미매입이진행되고있는북광주농협. <농협광주본부제공>

68만7812t…전년비5.1%감소발표

광주 전남농협벼수매량감소추세

농민들 올생산량 30%이상급감

정부 수매가올리고재해보상해야

올해전남쌀생산량이 70만t을밑돌며 1970년

이후50년만에최저를기록할것으로조사됐다.

이달 초 산지 쌀값(80㎏ 정곡)은 1년 전보다

13.7%(2만5876원)오른가운데올해수매가를두

고농정당국과농민사이팽팽한샅바싸움이예견

된다.

12일통계청이발표한 2020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따르면전남올해생산량은 68만7812t으

로 1년전(72만5094t)보다 3만7282t(-5.1%)감

소했다.이는지난1970년(63만7030t)이후50년

만에가장적은수확량이다. 생산량이 70만t을밑

돈것은 1980년(68만9442t)이후 40년만이다.

전남 쌀 생산량은 전체의 5분의 1 가량

(19.6%)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충남(67만

8000t),전북(55만6000t)등이뒤를이었다. 광주

생산량은2만2700t으로,지난해보다8%(-1963t)

감소했다.

전국 쌀 생산량은 350만7000t으로 지난해

(374만4000t)보다 6.4% 줄었다. 이는통일벼보

급등이이뤄지기전으로쌀생산량이적었던 1968

년(320만t)이후가장적은수준이다.

이처럼올해쌀생산량이기록적으로감소한데

는 50일넘게내린장마와세차례에걸친태풍의

영향때문이다.통계청은지난달전남쌀생산량이

0.2%(1500t) 증가할것으로내다봤지만조사기

간(9월중순)이후쌀낟알이제대로익지못하면

서수확량이크게줄었다.

전남벼재배면적은 2106㏊(1.4%) 증가했지만

10a(1000㎡)당 생산량은 6.4%(-30㎏) 감소한

441㎏으로집계됐다.

쌀생산량감소에따라올해농협벼수매량도소

폭줄어드는추세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따르면광주전남지난 9일

기준 농협 수매량은 17만5000t으로, 1년 전보다

2.8%(-5000t)적다.같은기간전국수매량은전년

121만1000t에서올해107만4000t으로 13만7000t

(-11.3%)모자라다. 농협측은수매량이연말까지

10~15%정도줄어들것으로내다보고있다.

쌀생산량이크게줄고쌀값이지속적으로오르

면서농민들사이에서는올해 40㎏원료곡수매가

를 8만원까지는받아야한다는주장이일고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40㎏원료곡 수매가는 6

만1600원으로, 올해는 9~10%(5400~6400원) 가

량오른6만7000~6만8000원선이될것이라는전

망도나온다.

지난해 66억원적자영업을한광주전남지역 17

개 미곡종합처리장(RPC) 입장에서는 수매가 인

상이적지않은부담이다.

지난 2017년 말 벼 수매가(40㎏)는 유례 없이

떨어져4만~4만2000원선을이뤘지만이듬해공급

이부족해지면서수매가는50%뛴6만~6만2000원

이됐다.수매가는올랐지만쌀값은오르지않았고

공장운영비,포장재, 인건비등지출로인한적자

는RPC가떠안게됐다.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80㎏ 정곡)은 21만

5404원으로, 1년 전(18만9528원)보다 13.7%

(2만5876원)올랐다.

한편연말까지진행되는전남지역공공비축미매

입 계획량은 벼 기준 12만3000t으로, 전국(48만

6000t)의 25.4%에이른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산지쌀값을벼로환산한가격으로,지난해1

등급기준 40㎏포대당 6만5750원을지급했다.올

해도매입직후 40㎏포대당 3만원을미리지급하

고,나머지는매입가격이최종확정된후연말까지

지급할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은이날성명을

내고 전남쌀생산량이 5%줄었다는발표는현장

상황(최대 30%감소)을전혀반영하지않은통계

라며 논농사70%가임차농이고최악의흉년에처

한쌀농민들에게쌀재해지원금을특별지급해야한

다고주장했다.또 시중쌀값이오르고산지에서

는곡물업자들이원료곡확보에혈안이됐다며 당

장의쌀값을떨어뜨리기위해정부재고미를시장

에방출한다면이는더큰혼란을야기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4인가족김장비용 29만8565원

aT 13개품목전국가격조사

이달초4인가족김장비용이한주전보다1만원

정도떨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지난 11일4인

가족기준(배추 20포기) 김장재료구입비용이 29

만8565원으로,한주전보다1만565원(-3.4%)하

락했다고 12일밝혔다.

양념채소가격이급등하면서이날기준김장비

용은 1년전(28만9648원)보다는 3.1%올랐다.

이는 aT가지난 4∼11일김장재료로많이사용

되는 13개품목에대해전국 19개지역의전통시장

18곳과대형유통업체 27곳을조사한결과다.

품목별가격을보면출하량이늘어난배추무와

생강이하락했고생육이부진한쪽파와아직출하

량이많지않은갓은오름세를보였다.

배추 20포기는 지난 11일 6만7421원으로 전주

대비15.6%,무10개는2만750원으로14.3%내려

갔다. 흙생강 120ｇ은 12.7%하락한 1083원으로

집계됐다.반면쪽파 2.4㎏은 1만5827원으로전주

보다 17.4%올랐다.

갓 2.6㎏은 1만979원으로 9.7%, 굴 2㎏은 4만

3511원으로7.1%상승했다.

주재료인배추(-21.6%) 무(-20.8%)가격은내

려갔지만, 고춧가루(34.8%) 깐마늘(39.6%) 대

파(42.7%) 등 양념채소류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475.62 (-10.25)

코스닥 840.08 (+0.18)

금리 (국고채3년) 0.969 (-0.020)

환율 (USD) 1114.80 (+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