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마늘재배농가가 그야말로

사면초가 에 빠졌다. 매년 재배면적

을 줄이며 각고의 자생노력에도 김

치 수입량 및 타지역 출하량의 증가

라는 커다란 파고를 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급기야 올해부터 첫 면

적조절이 제주에서 이뤄지며 제주산

마늘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특단

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지난 13

일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마늘가격 안정

제에 따른 면적조절이 추진되고 있

다. 규모는 100㏊이며 지원액은 3.3

㎡(1평)당 9340원으로 전체 예산은

36억원이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제주에서 첫

시행 중인 마늘 가격안정제 면적조

절 사업은 기존의 출하를 앞둔 품목

에 대한 산지폐기와는 성격이 다르

다 며 전반적인 마늘가격 안정을 위

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농가를 대

상으로 하며, 아직 구가 형성되지 않

은 상황에서 생산면적을 줄이는 차

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올해 제주지역 면적조절 규모는

도내 전체 재배면적의 5~6%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마늘 품목에

대한 면적조절 사업은 높은 단가로

인해 효율성 면에서 월동무 등 다른

품목보다 떨어진다. 때문에 한창 생

육 중인 마늘을 갈아엎는 재배농가

의 한숨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또 올해 계약단가도 ㎏당 2500원으

로 결정된 상황으로 오는 5월 수확철

을 맞아 조절 가능성은 있지만 인상

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매년 30만t에 이르는

김치수입량 증가와 타 지역의 재배면

적 확대는 제주지역 마늘농가에 가장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매년 재배면적을 줄이며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으로 가격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도내 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적인 과잉생산으로 현재 깐마늘 가격

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당 3917원

으로 평년 6528원과 2018년 5710원

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제주산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은 2006년 3954㏊, 6만8000t에서 지

난해 2024㏊, 3만6000t으로 절반 수

준이다. 반면 타 지역은 벼를 대신해

논에 마늘을 재배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2만7689㏊에 생산량은 38만

7671t에 이른다. 2015년 재배면적 2

만638㏊와 생산량 26만6272t에 견

줘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제주지역

마늘재배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주산 남도마늘의 브

랜드 가치 제고를 비롯한 기계화 및

품종 전환, 마늘 수확기 산지공판장

개장 운영 등을 통한 다각적인 농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백금탁기자

지난해 제주지역 최고의 공영관광지

는 성산일출봉으로 조사됐다. 우도

천지연폭포 주상절리대도 100만명

이상 방문하며 인기를 누렸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도내 공영관광지 38곳을 찾은

방문객은 1389만3845명이다. 국적별

로는 내국인 1286만6681명(92.6%),

외국인 102만7164명(7.4%)이다.

지난 한햇동안 성산일출봉을 찾은

방문객은 170만7913명으로 도내 공

영관광지 입장객 100명 가운데 8명

꼴이다.

그 뒤를 우도해양도립공원(160만

3689명), 천지연폭포(132만3527명),

주상절리대(120만9852명)의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다.

비자림과 절물자연휴양림, 마라도

해양도립공원, 정방폭포 등의 방문객

도 모두 70만명~80만명씩 이상으로

내 외국인들로부터 매력적인 관광지

로 손에 꼽혔다. 백금탁기자

서귀포 깊이보는 서점-인터뷰 등

제주지역 업체들이 사회적 가치 실

현을 위한 네트워크에 진입하며 지

역을 거점으로 하는 앞으로의 활동

이 기대된다.

17일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

워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0 사

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에 제주지역 15

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서류, 심층면

접,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소셜미션,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모델 등 검토

를 통해 최종 선정한 결과다.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의 창업아이

템은 기존 제조업, 관광서비스업 중

심에서 교육, 문화예술, 문화재, 사회

복지 등으로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

다. 소셜미션은 제주의 주요 현안인

환경, 문화예술, 일자리 취약계층 복

지 등을 포함하며 제주의 전통음식

문화 보존, 마을 아카이빙, 지역 정

착 지원과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IT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을 비롯한

국가폭력에 대한 기록관 등의 다양

한 주제로 구성됐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창업팀에 대해 1년 간

교육, 멘토링, 프로모션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제

주의 가치를 높일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동네책방인 서귀포 깊이보는 서

점-인터뷰 는 소셜미션, 사회적기업

가 자질, 창업아이템, 사업실현 가능

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

히 동네책방이 사회적기업 창업팀에

선정된 것은 드문 사례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다음은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창업팀 선정 결과.

▷(주)숲연구소 꿈지락 ▷도담 ▷

문화예술공간 몬딱 ▷스튜디오 유비

▷공간 움놀깨 ▷소농스쿨 ▷수상한

집 ▷제주그림 ▷데일리스티치협동

조합 ▷제주소트웨어교육협동조합

▷제주아카이브연구소 ▷베지근연구

소 ▷더함공예협동조합 ▷인터뷰.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2022년부터 제주~진도 항로에 쾌속

카페리가 투입돼 1시간30분 만에 주

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제주~추

자~진도 항로가 지난 16일자로 목

포해양수산청의 여객선 신규항로 사

업자 공모에서 사업수행능력과 재무

건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인정받

아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고객만족평

가 종합 우수선사에 선정된 씨월드

고속훼리는 제주~목포 항로 간 대형

크루즈카페리 2척(쾌속선 및 Ro-

Ro 화물선)을 운영 중인 연안여객

종합운송 회사다.

투입 선박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쾌속카페리 조선소인 호주의

INCAT사에서 2년 간 건조할 예정

으로 규모는 3500t, 속력 42노트, 여

객 700명, 차량 79대 등을 승선시킬

수 있는 쾌속카페리다. 무엇보다 제

주까지의 최단항로거리로 직항운항

시 1시간30분에 주파할 수 있는 최

우수 선박으로 2022년 3월 취항할

예정이다.

진도군과 추자면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어려운 시기에 과감한 투자

로 항로가 개설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됨에 지역주민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다 고 전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협력업체

및 영세업자를 돕기 위한 상생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 중이다. 수리업체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하

는 것은 물론 선박 내 입점매장의 임

대료를 20% 감면하고 임직원들의 영

세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방역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지역 소외계층을 보호하고자

행정기관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

는 등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 백금탁기자

2020년 3월 18일 수요일6 경 제

17일
코스피지수 1672.44

-42.42
▼ 코스닥지수 514.73

+10.22
▲ 유가(WTI, 달러) 28.70

-3.03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63.42 1219.98 1EUR 1416.03 1360.79

100 1189.11 1148.21 1CNY 186.25 168.53

오일장의 활력 17일 제주시민속오일장에는 코로나19사태에도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모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사면초가 에 빠진 제주 마늘재배농가

서귀포 동네책방 인터뷰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사진=인터뷰 제공

오는 2022년 3월 제주와 완도를 잇는 항로에 쾌속카페리가 투입돼 1시간30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됐다. 사진=씨월드고속훼리(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