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코스피지수 2130.24

+30.04
▲ 코스닥지수 668.45

+6.11
▲ 유가(WTI, 달러) 56.20

+2.02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79.79 1170.80 1EUR 1321.05 1269.51

100 1089.22 1051.76 1CNY 173.29 156.79

2019년 11월 5일 화요일6 경 제

제주지역 감귤원 과다 시비 여전

감귤원의 과다 시비로 감귤의 품질

을 저하시킬 수 있어 비료사용 기준

준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2018년도 감귤원 토양화학성 변동

조사 결과 인산, 칼륨 등은 적정함량

보다 과다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2002년부터 체계적

인 감귤원 토양관리와 지속적인 농

업환경 유지 보존을 위해 제주도내

감귤원 200필지를 지정, 4년 주기로

토양화학성 변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차별로 비교하면 2002년도에 비

해 2018년도 평균 pH는 4.9에서

5.2, 칼슘은 2.8에서 5.1cmol/kg, 마

그네슘은 1.0에서 1.5cmol/㎏로 높

아져 전체적으로는 토양이 개량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평균함량은 치환성 칼륨은 0.7

cmol/㎏(적정범위 0.5~0.7), 칼슘은

5.1cmol/㎏(적정범위 5.0~6.0), 마

그네슘은 1.5cmol/㎏(적정범위 1.5

~2.0)으로 적정범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산은 465mg/㎏

으로 적정범위 200~300mg/㎏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pH, 칼슘, 마그네슘 함

량은 적정함량 대비 여전히 부족한

필지 비율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족

한 필지 비율은 pH 87.0%, 칼슘

60.0%, 마그네슘 64.5%로 높았다.

토양 중 인산 함량의 경우 적정은

2002년 26.5%에서 2018년 23.0%로

감소한 반면 과다는 25.5%에서 34.0

%로 증가했고, 칼륨의 경우 적정은

2002년 29.5%에서 2018년 34.5%로

증가했다. 과다비율 또한 2002년

22.5%에서 2018년 29.0%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귤원 토양 속에 인산 함량이 지

나치게 많아지면 붕소 결핍이 일어

나고, 칼륨이 많아지면 필요 이상으

로 칼륨을 흡수하게 돼 산함량이 높

아지는 등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정대천 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농업 육성과 지하

수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서 농가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

정을 통해 시비처방에 따라 비료사

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주)한라산소주가 공장투어 1주년을 맞아 11월 한달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은 한라산소주 역사관. 사진=(주)한라산소주 제공

(주)한라산소주(대표이사 현재웅)

가 공장투어 프로그램 운영 1주년을

기념, 11월 한달간 무료입장 이벤트

를 진행 중이다.

한라산소주는 지난해 신 공장 준

공 이후 1년간 공장투어 프로그램에

국내 외 관광객 및 도민 등 8078명

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 4일 밝혔다.

소주 제조공정에 대한 관심과 매

력적인 시음 체험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지며 제주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라산소주의 69년 전통과 역사, 소주

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안내직원의

상세한 설명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양한 로고상품을 구입할 수 있

는 기프트숍에서는 한라산소주의 로

고를 활용한 독특한 디자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스텐샷잔 세트와 칵

테일 소주잔이 인기상품이다. 아울

러 한라산과 비양도가 보이는 옥상

정원은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한라산소주는 1주년을 맞아 무료

입장과 함께 관람객 대상의 SNS 인

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투어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

영 중이며 매주 금 토 일요일 오후 1

~4시 정시에 운영되고 있다. 사전 예

약은 한라산소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백금탁기자

제주항공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국내선 항공권 특별할인을 실

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각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

는 수험생과 가족의 이동 편의를 돕

기 위한 차원이다.

수험생 특별할인은 탑승일을 기준

으로 11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1

일까지 운영된다. 김포~제주, 부산~

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광주~

제주, 김포~부산 등 6개 국내선이 대

상이다.

할인율은 수험생 본인 20%, 동반

자 1명 15%를 각각 적용한다. 할인

항공권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과 웹에서 가능하다.

예매방법은 온라인 회원가입 후

예약과정에서 정규운임 을 선택하

고 탑승자 정보 입력단계에서 수험

생 할인 과 동반자 할인 코드를 선

택하면 된다. 탑승 당일 제주항공 카

운터에서 2020학년도 대입지원서

(수시 포함), 원서접수증, 수험표 중

1개를 제시해야 한다.

또 11월 15~30일 새로 가입한 수

험생에게는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사용가능한 1만5000원의 할인쿠폰

을, KT 이동통신 가입 수험생에게는

국내선 7000원 국제선 1만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김경섭기자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은 4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도내 여성리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2019 제주 도농협동희망포럼 을 개최했다. 사진=제주농협 제공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은 4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도내 여성리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제

주 도농협동희망포럼 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오

옥성) 회원 100여명은 ▷농업 농촌

의 공익적 가치 이해와 우리농산물

애용 실천 ▷도시와 농촌이 힘을 합

쳐 농촌사랑 실천 및 국가경제발전

견인 ▷농업 농촌 가치 전파와 아름

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에 동참할 것

을 다짐했다.

권갑하 도농협동연수원장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이해 와 한형선

약사의 질병의 마침표, 음식 속에 해

답이 있다 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어

졌다. 제주화산섬을 닮은 나만의 다

육화분 만들기 체험도 진행됐다.

2016년 10월 개원한 도농협동연수

원은 전국의 여성 소비자 단체, 기업

체 등 150개 단체(회원수 1040만명)

와 MOU 체결 및 농촌현장체험 연

수 등을 통해 농업 농촌의 가치 전파

는 물론 도농협동국민운동을 활발하

게 전개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1월 제주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

수(SBHI)는 85.2로 전월 대비 2.5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귤시즌에 따른 부자재 수요증가와

함께 하반기 출판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도내 55

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2019년 1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를 실시한 결

과, 제조업은 소폭 상승한 반면 비제

조업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4

일 밝혔다.

SBHI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

로 다음달의 경기 전망을 조사해, 경

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으면 100 이상으로 표시하고 그

반대면 100 이하로 표시한다.

11월 제조업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14.1p 상승한 97.4로 조사됐으며 비

제조업은 전월대비 3.8p 소폭 하락

한 78.6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86.1→97.4), 영업이익

(80.0→80.6), 자금사정(79.1→

81.5), 내수판매(85.8→84.3), 고용

수준(93.6→93.5) 전망에서 등락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는 전월 대비 6.5p 상승한

75.6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7.1p

오른 82.1, 비제조업은 8.1p 상승한

74.3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

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응답을 살펴

보면 내수부진 (59.3%), 인건비

상승 (57.4%), 업체간 과당경쟁

(42.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도민을 대상으

로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 지식과 교

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15일 제주본부 강당에서 한

국은행 제주본부 한은강좌 를 연다.

강좌에는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지혜의 심리학,

행복을 위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수많은 말과 행동 등에 대한 내용으

로 강연한다. 강의 수강은 무료이며

접수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문의

064)720-2506, 2519. 백금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