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 배추김치의

나트륨 함량이 제품별로 최대 1.5배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에게 합

리적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하는 포장 배추김치 15

종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사항

및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시험 평가결과 포장 배추김치 15

개 제품의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

은 569.58㎎으로 1일 영양성분기준

치(2000㎎)의 28.5%를 차지했다.

제품별 100g당 나트륨 함량은 비

비고 포기 배추김치 (467.33㎎)가 가

장 낮았고, 아워홈 아삭김치 포기김

치 (691.95㎎)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가 있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6개 제품의

100g당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1.2~34.6%를 차지해 하루

2끼 김치 섭취만으로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나트륨 함량은 제조일자가

다른 3개 시료의 나트륨 함량을 측정

한 평균값으로, 동일 브랜드라도 제

조일별 나트륨 함량이 최대 45.6%

차이가 나 제조업체는 김치의 품질

균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강조했다.

조상윤기자

제주지역 양식생산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1년 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2018년 어류양식동

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우리나

라 어류양식 종사자 수는 5630명으

로 전년(5408명)보다 4.1% 증가한

반면 경영체는 전년 대비 0.5%

(1651→1643)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어류양식 생산량 및 생산금액

은 전년 대비 각각 6.8%, 7.9% 감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인 경우 경영체는 281곳

으로 전남(605)과 경남(513)에 이

어 많은 곳이었다. 종사자는 전국에

서 가장 많은 1878명이었으며, 전남

1928명, 경남 1270명이었다.

어종별 경영체는 넙치류가 261개,

가자미류 25개, 돌돔 20, 기타돔류 8,

조피볼락 6개소 등 337개였다.

생산금액 규모별 경영체는 1억~5

억원 480개(29.2%), 1000만원 미만

302개(18.4%), 5억~10억원 미만

289개(17.6%), 10억~20억원 미만

239개(14.5%) 순으로 운영 중이었

다. 10억원 이상인 경영체 수는 생산

비중이 높은 넙치류를 주로 양식하

고 있는 제주와 전남이 각각 131개

(40.3%), 92개(28.3%)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는 경남 74개(22.8%)

순이었다.

생산량은 2만3928t으로 경남(2만

5698t)에 이어 많았다. 하지만 전년

2만6298t에 비해 9% 감소한 가운데

5년전인 2103년(2만3677t) 수준으

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

금액은 2990억3100만원으로 전국에

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년 3549억

1300만원에 비해 15.7%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어종별 생산량은 넙치류가 2만

2169t으로 전체 생산량의 92.6%를

차지했다. 가지미류 1395t, 조피볼락

145t, 돌돔 104t 등이었다. 붕장어 8t

, 능성어 5t 등도 생산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생산금액은

넙치류가 2780억7800만원으로 전체

생산금액의 93%였다. 조상윤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 이니스프리 모음

재단은 제주도 읍면지역 소재 10개

초등학교에서 새활용 창의교실 을

7월1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새활용 창의교실은 초등학생들에게

자원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담아 작품이나 상품을 만드는 업사이

클링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다. 전문강사가 각 학교를 방문해 바

다 쓰레기를 활용한 모빌 만들기 ,

업사이클링 콜라주 작품 만들기 등

자원 재활용 수업을 실시한다.

지난 18일 신산초등학교에서 시작

돼 7월17일까지 읍면 10개 학교에서

수업이 이뤄진다. 이상민기자

올해 2월 제주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

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도내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건수

는 5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

건보다 26.9%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

올해 2월 기록한 도내 주택 거래

량은 전달인 1월(792건)과 비교해서

도 34.8% 줄어든 것으로 갈수록 위

축되는 주택 시장 상황을 여실히 드

러냈다. 평년(최근 5년 간 2월 거래

량의 평균)과 비교하면 46.4% 줄어

든 거래량을 보였다.

매매거래는 위축된 반면 전월세

거래는 활발히 이뤄졌다. 올해 2월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116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2.5%, 평년

에 비해 35.9%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10.5% 줄었

는 데 이는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이

사풍습인 신구간이 1월말부터 시작

돼 2월1일 끝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 매매 거래 위축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은 4만3444건으로 1년 전(6만9679

건)보다 37.7% 줄었다. 이는 2월 기

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지역 GRDP(지역내총생산) 대

비 가계대출비율은 85.7%로 전국에

서 가장 높고, 가구당 가계대출 규모

도 6264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9일 제주본

부 연수실에서 최근 제주지역 금융

기관 여 수신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이라는 주제의 기자설명회를 통해

제주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성

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

다고 밝혔다.

2018년 말 제주지역 예금취급기관

(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2.3%

(1조7000억원) 증가한 15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

화하면서 급등기 직전인 2014년 상

반기 증가율(12.6%)을 하회했다. 그

러나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

했다. 전국 평균 증가률은 6.1%였다.

GR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85.7%로 2017년(76.3%)에 이어 전

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평균

은 59.7%, 수도권은 70.6%였다. 참

고로 2015년 53.1%였던 것이 2016

년 66.7%, 2017년 76.3% 등 지속적

으로 증가했다.

가구당 가계대출 규모도 2018년

6264만원으로 수도권(6255만원)보

다 높게 나타나는 등 다른 지역을 크

게 웃돌고 있었다. 서울과 세종에 이

어 세 번째로 높은 규모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2017년 14.1%

에서 2018년 6.7%로 줄었다. 2010년

9.5%의 증가율을 나타낸 이후 8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주택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주택

증가, 토지거래 감소 등 도내 부동산

경기가 조정기에 진입하면서 가계대

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한은제

주본부는 분석했다. 또 주택시장안정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규제의 단계적 도입 등 대출규제

강화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영

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기업대출은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을 중심으로 12.5%(1조3000억원)

증가한 11조7000만원을 기록했다.

산업별(예금은행 기준)로는 부동산

업(+2072억원)에 대한 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도소매업(+

1826억원), 음식숙박업(+901억원)

순으로 대출규모가 증가했다.

2018년 말 기준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

율)은 예금은행은 166.0%, 비은행

금융기관은 85.9%로 모두 전국 평

균(각 91.1%, 78.0%) 보다 높은 수

준이었다.

한은 제주본부는 올 상반기 중 비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

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

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대출여건은

한층 악화될 전망 이라며 부동산 시

장 조정과 규제강화 등으로 가계대

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과정에서 제

주지역의 금융불균형 요인이 실물부

문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리

스크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시사점을 피력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19일
코스피지수 2177.62

-1.87
▼ 코스닥지수 748.91

-4.22
▼ 유가(WTI, 달러) 59.09

+0.57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50.79 1111.21 1EUR 1309.97 1258.87

100 1034.23 998.67 1CNY 176.78 159.96

2019년 3월 20일 수요일6 경 제

제주 가계대출 전국 최고 수준

한은, 최근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 수신 분석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포장 배추김치 제품들에 대해 나트륨 당류 등의 영양성분, 안전

성에 대해 소비자 구매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새활용 창의교실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