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이 높고 병해충에 강한 신품

종 마늘 대사니 가 제주농가 보급

준비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지난

달부터 2020년 6월까지 도내 농가

2.1㏊을 대상으로 신품종 마늘 대사

니 보급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내 마늘 재배면적

은 2024㏊에 조수입 946억원으로 조

사됐다. 제주지역 대표 월동채소 작

목이나 주품종인 남도마늘의 생산성

저하로 우량종구 공급이 시급한 실

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품종 마늘 대사니는 남도

마을에 비해 구중이 무거워 수량이

18% 많고 잎마름병에 강하며, 주아

증식에 이용되는 대주아 발생 비율

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농기원은 마늘주산지인 동부지역

2곳, 서부지역 3곳 등 총 5곳에 남

도마늘 생육특성, 수량, 농가 기호

도 등을 비교 평가해 대사니를 홍보

하고 종구 생산사업에 반영할 계획

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금주(10월 7일~13일)의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 사 명 대 표 창 립 일

제민신협 신제주지점

예나산부인과의원

(주)한림공원

박연희

고성민

송상훈

1999년 10월 7일

2005년 10월 8일

1971년 10월 10일

▶제민신협 신제주지점=7일 개점 20주년을 맞는 제민

신협 신제주지점(지점장 박연희 사진)은 수년간 경

영평가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내실 있는 경영

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도내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점 내 힐링공간인 카페:人 에서 작

은 문화센터를 운영, 캘리그라피 도우아트 메이크업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박연희 지점장은 힐링공간인 카페:人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

향력을 끼치고 최적의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747-0601.

▶예나산부인과의원=8일 개원 14주년

을 맞는 예나산부인과의원(대표원장

고성민 사진 왼쪽, 백원민)은 출산이

라는 순간을 보다 보람되고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산후조리원을

함께 갖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4차원 입체 초음파 등 최신식 장비도 갖추고 있다.

고성민 대표원장은 엄마와 아기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의 분만정신

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고 밝혔다. ☎ 748-0088.

▶(주)한림공원=10일 창업 48주년을 맞는 (주)한림

공원(대표 송상훈 사진)은 국내 외 관광객과 세계 각

국의 인사들이 방문하는 도내 대표적인 종합테마공원

으로 협재 쌍용동굴, 아열대식물원, 제주석 분재원,

재암민속마을, 재암수석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을 제공하고 있다. 1971년 모래밭에서 개척의 첫 삽

을 뜬 이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송상훈 대표는 창업 48주년이 있기까지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방문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796-0001~4. 이상민기자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6 경 제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김종욱)는

제18호 태풍 미탁 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도내 금융기관이 대출을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특별운전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 지자체장이 확인서를 발

급한 제주지역 소재 태풍 피해업체

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인구증가 속도 둔화 속 소가족화 뚜렷

제주지역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

고, 1~2인 가구 비중은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제주도 거주 인구

는 65만8282명으로 전년 64만1757

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33만3019명, 여성

32만523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

교하면 남성은 9004명, 여성은 7521

명씩 증가했다. 제주도 거주 전체 인

구 중 외국인은 3.8%를 차지했다.

근 몇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온 제주지역 인구 증가 속도는 지난

해를 기점으로 한풀 꺾였다.

제주지역 인구는 2015년에 전년

대비 1.9% 성장한 데 이어 2016년

2.9%, 2017년 3.0%의 증가율을 기록

했다.

제주지역에서 유소년(0~14세)인구

는 줄고,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했다.

유소년인구는 2017년 9만7054명

에서 지난해 9만6918명으로 줄어 전

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6%

에서 15.3%로 0.3%포인트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전년 43만4381명

(69.9%)에서 44만3209명(70.0%)으

로, 고령인구는 전년 8만9922명

(14.5%)에서 지난해 9만2868명

(14.7%)으로 각각 늘었다.

제주지역 총 가구수는 25만6158

가구로, 이중 일반가구(1인 또는 2

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

계를 같이하는 단위인 가구중 외국

인 가구와 집단가구를 제외한 가구)

는 24만8998가구로 절대 다수를 차

지했다.

일반 가구의 가구원수를 규모별로

나눠 비중을 살펴보면 1인 가구 29.4

%로 가장 많고 이어 2인 가구

(27.4%), 3인 가구(19.4%), 4인 가

구(15.6%), 5인 이상 가구(8.2%)

순이었다. 특히 1인 가구와 2인 가구

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0.8%포인트

와 0.5%포인트씩 증가한 데 반해, 3

인 가구와 4인 및 5인이상 가구는

0.1%포인트와 0.6%포인트씩 감소해

갈수록 소가족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냈다. 이상민기자

통 큰 한달 감귤 맛있게 즐겨요 롯데마트가 오는 9일까지 전 점포에서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초대형 행사인 통 큰 한달 의 일환으로 제주 황토밭 하우스 감귤(2kg, 박스)을 1만

800원에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장한식 대표, 지덕설 대표, 강성훈 대표, 김대권 대표, 신현기 대
표, 정수영 총지배인, 김경호 대표.

제주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 상공업

육성발전과 사회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7명을 제27회 제주상

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6일 밝

혔다.

경영 금융부문에 장한식 성림건설

(주) 대표이사가 선정된 데 이어 ▷

제조 기술개발부문에 지덕설 해동아

스콘(주) 대표이사 ▷사회복리부문에

강성훈 주원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통상 물류 교통부문에 김경호 동광

해운(주) 대표이사 ▷관광 지역발전

부문에 정수영 더케이제주호텔(라마

다프라자제주) 총지배인 ▷특별대상

에 신현기 성우비엘에스 대표(서울제

주도민회장)과 김대권 (주)삼영엠아

이텍 대표(경남제주도민회장)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수상

자도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고

용문 이사장(사라신용협동조합) ▷

우은배 대표(금호타이어 제주판매)

▷고문화 이사장(제민신용협동조

합) ▷신석종 대표(주식회사 메이드

인제주) ▷임종도 상무(한국공항 주

식회사) ▷고명환 대표(해원수산)

▷김병효 대표(홍일안전산업 주식

회사) ▷장승남 대표(주식회사 아라

온제주) ▷고영숙 대표(주식회사

21세기축산) ▷오상훈 총지배인(제

주신라호텔) ▷김치용 대표(주식회

사 이다종합건설) ▷문성원 대표(델

문도) ▷김은숙 대표(주식회사 디자

인플레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고

상후 대표(주식회사 제주막걸리) ▷

최부기 대표(제주늘봄) ▷김연수 대

표(대양영어조합법인) ▷고광봉 대표

(주식회사 아카데미) ▷고경주 대표

(주식회사 대성자원) ▷홍원섭 전무

(해양종합건설 주식회사) ▷고성호

대표(주식회사 제주레미콘) ▷고혁남

대표(주식회사 금강전기조명) ▷김경

립 대표(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 ▷

김강현 사장(대국해저관광 주식회사)

에게 각각 돌아갔다. 상공대상 수상자

시상은 오는 10월 13일 제주국제컨벤

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글로벌 제

주상공인 리더십포럼에서 이뤄진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당첨번호 1, 4, 10, 14, 15, 35

2 등

보너스숫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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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