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코스피지수 2083.48

+3.21
▲ 코스닥지수 658.52

+3.48
▲ 유가(WTI, 달러) 55.06

-0.48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84.37 1143.63 1EUR 1325.28 1273.58

100 1090.33 1052.83 1CNY 173.77 157.23

2019년 11월 1일 금요일6 경 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청신호 켜지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이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포

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

초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에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의 입

장이 변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

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31일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도서지

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의원님께 지난

9월 답변을 드린 이후 부처 간에 얘

기를 했고, 몇 가지 시범사업을 구상

해 놓은 것이 있다 면서 아직 내년

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의

원님과 상의를 나누고 예산심의 과

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일정부문 보

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심의

때 협의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22일 2018년

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위 의원의 요

청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시장출하 여건이 상대

적으로 불리한 도서지역 농어가의 유

통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는 내

용의 부대의견을 포함한 바 있다.

이는 위 의원이 지난 9월 국회 예

결위 결산 심사 과정은 물론 20대 국

회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경쟁

력 향상을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 해

상운송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제주도 농업계의 숙원

사업이자 20대 국회에서 줄곧 주력

해왔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

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

가 있었다 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상운송비를 비

롯한 지역현안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나에게 맞는 직업은? … 2019 제주진로직업박람회 2019 제주진로직업박람회 가 31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및 야외광장에서 열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지역의 부동산가격은 높지만 올

해 3분기 기준, 상가나 오피스 등의

건물 임대료는 전국평균의 절반이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 대비, 소득수익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값

만 비싸고 실제 건물주가 벌어들이

는 임대소득은 건물가격 대비 매우

적다는 의미다.

31일 한국감정원의 2019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에

따르면 지난 7~9월 도내 오피스

(6.9%) 중대형상가(8.8%) 소규모

상가(5.0%) 집합상가(산정 미정)

등 상업용부동산의 공실률은 전국평

균(오피스 11.8% 중대형상가 11.5

% 소규모상가 5.9% 집합상가 미정)

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하지만 임대료와 투자수익률은 전

국 최하위에 머물며 소득면에서는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오피스 월 임대

료는 ㎡당 4600원으로 평당(3.3㎡

기준) 1만5180원(전국평균 이하 생

략 3만8940원)이다. 중대형상가는

평당 4만2240원(9만2400원), 소규

모상가는 4만1250원(6만7320원),

집합상가는 3만4980원(9만3060원)

등이다.

도내 오피스와 집합상가의 임대료

차익이 전국평균에 견줘 크고, 중대

형 및 소규모 상가의 격차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른 도내 상업용부동산의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 . 4 8%

(0 .87%), 중대형상가 0.63%

(0 .80%), 소규모상가 0.59%

(0.75%), 집합상가 0.81%(0.84%)

등이다. 이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 소규모상가 부문에서 제주시

노형오거리 상권은 최근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임대료 수준이 하락하

며 제주평균 0.37%에도 부족한 0.20

%의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관광공사가 홍콩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제주 가을 콘텐츠 홍보 팸투

어를 추진한다.

제주관광공사는 31일부터 11월 3

일까지 홍콩의 한국 여행 전문 인플

루언서 5명을 초청해 제주 가을 콘

텐츠 홍보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 팸투어는 다양한 온라인 SNS

채널로 제주 가을 관광자원을 소개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플루언서들

은 2019 제주올레걷기축제에도 참가

해 도보 트레킹 등 홍콩 자유여행객

들이 선호하는 제주 관광자원을 체

험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경섭기자

오리온 제주용암수 가 중국시장에

첫 물길을 튼다.

오리온은 중국 최대 커피 체인인

루이싱 커피 와 프리미엄 미네랄워

터 오리온 제주용암수 와 과자류인

고소미 등 자사제품에 대한 수출계

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11월 중 제주

용암수를 국내에 출시한 뒤 내년 상

반기 루이싱 커피에 530㎖ 제품을

공급한다. 루이싱 커피는 제품 출시

에 맞춰 전국 체인점에서 제주용암

수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리온은 향후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제주

용암수를 수출해 글로벌 사업을 펼

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LG그룹 계열의 종합물류 기업인 판

토스와 한국 중국 등 글로벌 물류운

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제주용암해수 1호 기업인 제

이크리에이션도 대표 제품 제주용

암수 와 제주스파클링 을 동남아

핵심 시장인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수출한다. 제이크리에이션은 싱가포

르 최대 대형 유통매장인 NTUC

에 입점을 확정했다. 또 제주용암수

로 만든 제주스파클링 과 제주사

이다 를 필리핀 최대 매장인 SM몰

에 입점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난 9월 제주지

역 광공업의 생산과 출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른 재고물

량은 전년 대비 17개월째 큰 폭으로

오르며 침울한 지역경기를 반영했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가 발표한 2019년 9월 제주지역 산

업활동동향 에 따르면 9월 제주지역

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02.1(2015=

100%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다. 전기가스업(8.5%) 의약

품(182.8%) 비금속광물(17.9%) 등

은 증가했지만 음료(-24.6%)와 식

품(-26.9%)을 비롯한 고무 플라스

틱(-44.8%) 등의 생산량은 크게 줄

었다. 감소한 품목은 생수와 소주,

가공해조류, 두부, 건축용 강화 플라

스틱 제품 등이다.

9월중 광공업 출하지수도 98.6로

생산과 동일선상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감소했다.

반면 재고지수는 140.3으로 음료

식료품 비금속광물 등의 증가로 1년

전에 견줘 35.7% 급증했다. 생수가

53.4% 늘었고 가공해조류 포장육 동

물용사료 등에서 26.3%의 재고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5월 4.6% 상승한

데 이어 매월 큰 폭으로 쌓이고 있

다. 지난 3~7월 4개월간 60%대 이상

의 재고량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대형마트(3000㎡)의 9월중

판매액지수는 99.6으로 전달보다 2.4

%(잠정치)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

로는 -8.1% 성장했다. 특히 전국평

균 -3.6%와 비교하면 제주지역 대형

마트의 판매액 감소폭은 매우 크다.

신발 가방(-23.6%) 오락 취미 경기

용품(-19.2%) 의복(-16.7%) 음식

료품(-7.1%) 등의 판매액이 감소했

다. 이는 편의점이나 중 소형마트로

판매량이 분산되며 2017년 이후 줄

곧 침체를 보이고 있다. 백금탁기자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위 호텔

(WE Hotel Jeju) 은 가을 패키지

고객을 대상으로 숲 트레킹 프로그

램인 WE with you 힐링 포레스트

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숲 해설사와 함께 가을

단풍을 감상하고 명상 호흡의 시간

을 가지며 힐링 산행을 즐기는 프로

그램이다.

위 호텔은 미세먼지 없는 한라산에

서 피톤치트와 천연 화산 암반수를

즐길 수 있는 폴링 앤 힐링 과 폴링

인 제주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