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이엠그랑블루요트와 제주제

트(주)가 요트와 제트를 동시에 즐

길 수 있는 요트 제트 커플패키지

1+1 상품을 오픈했다.

그랑블루 선셋 요트투어는 선상에

서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이 가

능하며 와인과 생맥주, 낚시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제트보트

는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스릴 넘치는

해양 레저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의 대

포항은 제주신라호텔, 롯데호텔제주,

히든클리프제주 등 여러 특급호텔과

인접하고 있으며 제주의 대표 해양

레저인 요트와 제트 보트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

주를 찾은 신혼여행 및 커플여행객들

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탁기자

마늘 소비 트렌드가 매운 맛에서 덜

매운 마늘 소비로 전환됨에 따라 소

비자 선호형 마늘재배 기계화 작업

전시포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

업기술센터는 올해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마늘 주산지인 대정, 안덕

지역 10농가 3㏊ 면적에 소비자 선

호형 덜 매운 마늘재배 기계화 작업

전시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마늘은 한지

형 과 난지형 이 있으며 난지형은

남도종 과 대서종 으로 나뉘는데

제주도에 재배되고 있는 주 품종은

남도마늘 이다. 덜 매운 마늘의 선

호 등 소비 기호의 변화에 따라 전국

마늘재배는 대서마늘로 품종이 전환

되는 추세이나 수확 및 건조 작업이

어려워 기계화 작업이 불가피하다.

대서마늘 기계화 작업 전시포 운

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10일까지 서부농업기술센터 원예기

술팀(760-7942)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 우선 순위는 ▷대서마늘 재

배 의지가 있는 농가 ▷마늘 파종,

수확 등 농작업 기계화 농가 ▷마늘

건조 시설이 구비된 농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포장에 대해서는 토

양검정 후 시비 처방서에 의한 시비,

마늘 파종기 이용 파종, 병해충 공동방

제, 마늘 수확기 이용 수확 등 기계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대로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제주 1차 산업이 크게 흔

들리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237건 2022억

원이 접수됐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융자 신청 2512건 987억2원보다 2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융자주체별로는 개인이 5151건

1658억원, 생산자단체가 86건 364억

원이었고, 사용용도별로는 운전자금

5179건 1957억원, 시설자금 58건 65

억원이었다.

분야별로는 농업이 4821건 1544

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업 269

건 385억원, 축산업 141건 91억원

등의 순이었다.

융자 신청이 급증하면서 제주도

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7일 기금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

고, 융자시기도 기존 4월 중순에서

3월말로 앞당겨 조기 실행하기로 했

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어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

모를 25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융

자 금리도 기존 0.9%에서 0.2% 내린

0.7%로 조정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규모 농가 지

원 기준액을 최대 1500만원까지 상

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농협이 지난해 악기상 속에 발

품을 팔며 농가의 보험가입을 유도,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며 잇따라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녕농협(조합장 오충규)이

2019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

상 을 수상했다. 제주지역 농협조합

으로서 사업소 단위 전국 1위를 차지

한 것은 처음이다.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강석보)은 2위인 우수상을

차지했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은

2019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

상 에서 사무소 부문 2개 지역농협

과 개인부문에서 5명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한 해에 이처럼 많은

상을 수상한 것도 처음이다.

한림농협 오진미 팀장이 개인부문

연도대상에서 동상을 받았다. 2004

년부터 16년 연속 수상의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또 성산일출봉농협

김윤성 과장, 김녕농협 김동윤 계장,

한림농협 강의숙 과장, 구좌농협 강

덕화 계장이 우수상의 수상자로 이

름을 올렸다.

한재현 제주총국장은 지난해 유

례없는 태풍과 폭염 등 각종 자연재

해 속에서도 농협손해보험이 농업인

실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매진

할 수 있었던 것은 농 축협 조합장과

직원들이 함께 힘써 준 덕분 이라

며 이번에 연도대상 수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 축협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고로 얻어진 결실 이라

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총국은 감귤과 콩 관련

보험을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농기

계보험, 가축보험, 화재보험 및 각종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마련해 다양

한 위험으로부터 농업인과 고객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한때 이주열풍이 불며 가파른 성장

세를 보였던 제주인구 유입이 점차

시들어가며 70만 시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난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은 물론 지역의 정체성은

실종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부담과 갖가지 사회적 불편은 가속

화되면서 제주만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

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에 따르면 지

난 한달간 1만499명이 제주를 빠져

나갔고 1만577명이 제주로 들어왔

다. 이에 따른 순이동은 78명으로 지

난해 12월과 1월 두달간 감소세를 보

였던 것과 달리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년동월 136명에 견줘서는 그 수가

적지만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서울

(3034명)과 세종(3293명)에 이어

제주가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타지역과

의 인구 교류가 적은 데다 앞으로 대

학진학에 따른 유출은 추가될 것으

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가 코

로나19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청

정한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또다른

이주열풍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의견

도 비등하다.

제주인구는 한달살기 열풍 등에

의해 한때 연평균 1만명 이상이 제주

에 정착하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

어넣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명(전국의 1.3

％)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제주

지역 순이동 인구는 2017년 1만4005

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

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때문에 이

러한 추세라면 70만 시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출산과 사망

에 의한 증감 규모도 비슷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1

월 인구동향 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4509명으로 전년도의

4781명보다 줄었다. 2017년 5037명

에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욱 크다. 지

난 1월 출생아 수는 434명으로 조출

생률(1000명 기준)은 7.7%(전국평

균 6.2%)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도

내 사망자 수는 3948명으로 매년 증

가하고 있다. 2017년 3738명, 2018

년 3912명보다 많다. 지난 1월 사망

자 수는 370명으로 조사망률은 6.6%

(전국평균 6.5%)다. 제주지역의 조

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는 1.1%p

에 불과하다. 백금탁기자

2020년 3월 26일 목요일6 경 제

25일
코스피지수 1704.76

+94.79
▲ 코스닥지수 505.68

+25.28
▲ 유가(WTI, 달러) 24.01

+0.65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51.52 1208.48 1EUR 1358.59 1305.59

100 1124.00 1085.34 1CNY 181.48 164.20

봄 햇살 아래 톳 말리기 2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 주변에서 농민들이 톳 건조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매력 잃은 제주 인구 70만시대 감감

오충규 강석보 오진미 김윤성

김동윤 강의숙 강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