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금주(8월 19일~25일)의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 사 명 대 표 창 립 일

은산전기공업사 오홍원 1981년 8월 20일

▶은산전기공업사=20일 창립 38주년을 맞는 은산전

기공업사(대표 오홍원 사진)는 성산 표선 등 동부지

역을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 한국전력 외선공사 등

을 맡아 내실있는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1998년

ISO2000 품질 인증 획득과 1999년 전기공사 기능경

기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 고품질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

받았다. 완벽을 추구하는 성실 시공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품질보증 시스템도 도입했다.

오홍원 대표는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완벽한 마무리로 신뢰를 쌓

아왔다 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실 시공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나

설 것 이라고 밝혔다. ☎ 782-2688. 이상민기자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6 경 제

日 대신 국내로 …제주 관광시장 기대감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 시장이 다

시 성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도

내 관광업계는 일본여행 안가기 운

동이 제주 여행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제주

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839만2478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8만2271

명에 견줘 1만207명(0.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월별 기준으로는 8월 1일부터 17

일까지 내국인 관광객 69만2296명이

제주를 찾아 전년 동기보다 1만2949

명(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지

속적으로 줄어 그해 말에는 14년 만

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했다.

제주 방문 내국인 시장은 올해 2

월(11.9%)과 3월(0.4%) 반짝 성장

했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추락해 4월

(-5.4%), 5월(-2.5%), 6월(-2.0%)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된 지난 7월 전년 같은 기간보

다 1.4% 늘어난 114만9194명이 제

주를 찾으면서 다시 성장세로 전환

됐고 이런 추세가 8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이 빠르게 확산하

면서 일본 대체 여행 수요 중 상당수

가 제주를 포함한 국내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면서 일본 여행을 취

소한 내국인이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면 항공권 숙박 예약을 새로

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새일정을 짜

는 데 국내가 해외보다 수월하다는

점도 국내 여행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여행 안가

기 운동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일정

수준의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맞지

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항공기 증편

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폭

발적으로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

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관광 플랫폼서비스 기업을 운영

하는 모 업체 대표는 최근 온라인

에 올라온 제주 여행에 대한 반응을

보면 비싼 음식 값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면서 이

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제주 여행 수요 증가

는 반짝 현상에 그칠 것 이라고 지

적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벽을 타고 스파이더맨처럼 17일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클라이밍교육을 받고 직접

체험하고있다. 이상국수습기자

글래드 호텔앤리조트는 한국소비자

포럼이 주최한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라이프스타일 호텔 부문에 첫

번째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숫자

1 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글래드 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메종글래드 제주는 이 기간 호텔 내

레스토랑과 카페 등에서 식음료 1+1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글래드 꿀맛

페스트 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면 오는

31일까지 글래드 호텔 공식 홈페이

지(glad-hotels.com)의 이벤트 페

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당첨자에

게는 다음달 5일부터 11월 말까지

이용 가능한 1+1 혜택이 주어진다.

또 메종글래드 제주는 편안한 베

딩 시스템에서 휴가를 즐기며 글래

드 캐릭터를 활용한 파우치 등 굿즈

가 제공되는 럭키지(LuckyG) 패

키지 를 오는 31일까지 선보인다.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최근 1년새 10%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주택도시금융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으로 지난 1년간 제주지역에 신규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은 단위면적(㎡)당 386만9000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말 기록한 333만

4000원에 견줘 53만5000원(16.0%)

오른 것으로 전국 평균 상승폭

(10.6%)과 비교하면 제주지역 상승

률이 5.4%포인트 높았다.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

양가격을 규모별로 구분하면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388만4000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 이

하(380만4000원) ▷102㎡ 초과

(360만1000원) 순이었다.

도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지수

(기준시점인 2014년의 평균 분양가

격을 100으로 환산해 산출한 값)는

165.3으로 대구(172.1)에 이어 2번

째로 높았다. 또 제주지역의 분양가

격지수는 1년 사이 16.06% 올라 상

승률로 봤을 때 광주(27.87% 상

승), 서울 대전(18.30%)에 이어 4번

째로 높았다. 이상민기자

당첨번호 2, 4, 30, 32, 33, 43

2 등

보너스숫자
29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로또복권 <제872회>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홈쇼

핑, 온라인처럼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제주 농산물의 판매 실적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18

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주 농산물

의 판매 실적은 2017년 46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99억원, 2019년 7

월 현재 98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150

억원의 판매고를 달성할 것으로 전

망된다.

현재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 품목

을 노지감귤, 만감류, 하우스감귤 등

감귤류 중심에서 감자, 단호박, 옥수

수 등 채소류로 확대한 상태다.

또 유통채널도 농협몰을 비롯해

쿠팡, 티몬, G마켓, 옥션, 위메프,

GS샵, 11번가 등으로 다변화했다.

고성만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 시

장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통

합마케팅 사업기반을 강화하겠다 면

서 마케팅교섭력 확보 등을 통해 제

주농산물 가격 지지와 농가 소득 향

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파종을 눈앞에 두고도 농약 허용물

질 목록관리제도(PLS)에 제조체가

등록되지 않은 문제로 잡초 제거에

나서지 못했던 제주지역 월동채소

농가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18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브로콜리와 콜

라비, 비트 등 채소류에 사용되는 제

초제 8개 품목을 PLS에 등록해 19

일부터 농가들이 해당 제초제를 사

용할 수 있게 고시할 계획이다.

또 농촌진흥청은 이들 제초제가

곧바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농

약판매회사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

했다.

이에 따라 월동채소 파종을 앞두

고 제초제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했

던 농가들이 파종 전에 잡초 제거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협 등은 주요 월동채소의 제

초제를 조속히 PLS에 등록해 달라

고 농촌진흥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상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