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배달 수행 건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제

주지역 배달 증가량은 전국에서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리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는

코로나19 관련 전국 17개 시도 배

달 현황 을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달 전체 배달 수행

건수는 982만건으로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월 627만건에 비해

5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장 높은 배달 건수 증

가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61.8%)이

었고 충북(54.9%), 울산(42.6%), 부

산(35.5%), 경기(32.6%), 강원

(29.1%), 대구(28.8%), 인천

(26.7%), 광주(26.4%), 서울

(24.2%), 전북(23.2%), 대전

(20.4%), 경남(18.7%), 전남

(17.6%), 경북(12.7%), 충남

(12.7%)이 뒤를 이었으며 제주는 8%

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김현석기자

제주항공은 21일 공시를 통해 총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발표했다.

예상 주당 발행가는 1만4000원이

며, 발행 예정 주식 수는 총 1214만

2857주다. 유상증자가 이뤄지게 되

면 제주항공의 전체 발행 주식은 기

존 2635만6758주에서 3849만9615주

로 증가한다. 제주항공은 이번 유상

증자를 7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

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4일이다.

제주항공은 1700억원 중 1022억원

은 운영자금으로, 나머지 678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제주항공

도 자구노력을 진행 중 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유

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번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 문

제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논

의 중인 단계이며, 6월 중순까지 검

토한 후 결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항공 주식의

지분율 7.75%인 204만2362주를 보

유하고 있다. 21일 기준으로 제주도

가 보유한 제주항공의 주식 가치는

403억원 정도다. 김현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

그램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 농업분야 생태

환경 조사 평가 기준 및 매뉴얼

(안) 을 마련했다.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은 영

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 토양 생

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

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

활동 컨설팅 실천 등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이번 매뉴얼은 농업생산활동이 생

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

준으로 그동안 이러한 방법 부재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프로그

램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2006

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생

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

가하기 위해 2012년 부터 관련 매뉴

얼을 운용하고 있다.

생태환경 조사 평가는 우선 사업

대상지 내 특정 농경지별로 다양한

지표생물을 채집해 개체수 등을 조

사한 후 그 결과를 지표생물별로 점

수화(scoring)하고, 해당 점수와 발

견된 지표생물의 종수 등을 종합하

여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양호도를 등급화(grading)하는 과

정을 거쳐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는 이를 농

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해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

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사업현장

등에 이를 시범적용 하는 등 유효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관련 사업 성과평가 외에

도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

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

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또한 농

업분야 생태환경 보전 강화 및 지속

적인 매뉴얼 개선 보완 등을 위해 환

경부 등 관계부처와 생태환경 전문

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방안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지난 4개월 동안 하락해 최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휘발유 값이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

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56.96원

을 기록해 전날 대비 0.88원 상승했

다. 전국 평균가격은 1249.99원으로

전날 대비 0.70원 올랐다.

전날 대비 0.1%도 안되는 소폭 상

승이지만, 지난 4개월여 동안 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것을 비

교해보면 이번 상승세는 의미가 있다.

올해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

난 1월 18일 ℓ당 1642.98원으로 정

점을 찍고 이후 계속 떨어져 지난 16

일 1255.82원으로 11여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번 휘발유 가격 하락의 원인은

국내에 들여오는 원유의 가격이 올

해 초부터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 1월 6일 배럴

당 69.65달러에서 지난달 22일 배럴

당 13.52달러로 80% 넘게 폭락했다.

반면 최근 국제유가 가격이 회복됨

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ℓ

당 17.12원이었던 두바이유는 지난 19

일 33.18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며 전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어

국제유가도 당분간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며 국제유가의 변

동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 까지 2

~3주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오를 것으

로 보인다 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올해산 마늘 농협 수매가가 2000원

에서 2300원으로 조정됐다.

마늘제주협의회(회장 이창철 대정

농협 조합장)는 21일 농협제주지역

본부에서 마늘제주협의회 임시총회

를 개최하고 2020년산 마늘 수매단

가를 ㎏당 2300원(상품 기준)으로

조정, 결정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이날 수매가 재

결정에 앞서 회의 1시간전 농업인단

체와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

했으며, 앞으로 생산자와 농협이 힘

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약

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약 7000t을 수매

할 예정인 대정농협은 당초 수매 총

액에서 약 21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

가 지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철 마늘제주협의회장은 올해

도 유례없는 선제적인 정부 대책에

부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산비

수준의 마늘 가격을 농협이 최대한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어렵게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협의회는 지난 15

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20년산 마늘 수매단가

를 2000원(상품 기준 ㎏당)으로 결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농가들

이 요구하는 생산비 가격, 정부수매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최근 정부수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지 포전매매가 평당 8000원 수준

으로 거래되고, 깐마늘 시세도 4000

원(상품 1㎏)선에 머무르는 등 유통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

힌 바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제주마늘

생산자협의회와 전농제주도연맹, 전

여농제주도연합은 지난 18일 오전 농

협중앙회 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무시

한 마늘 날치기 수매가(㎏당 2000

원)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민들은 제주마늘생산자

협회를 만들어 산지폐기 등 마늘가

격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면서 주

산지 농협조합장들이 일방적으로 가

격 결정을 감행한 것에 대해 분노하

지 않을 수 없다 며 수매가 철회와

원천 무효화를 주장했다.

한편 올해산 마늘 농협 수매는 이

달 23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2020년 5월 22일 금요일6 경 제

21일
코스피지수 1998.31

+8.67
▲ 코스닥지수 716.02

+7.26
▲ 유가(WTI, 달러) 33.49

+1.53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52.03 1208.97 1EUR 1376.22 1322.52

100 1161.82 1121.86 1CNY 181.68 164.38

올해 마늘 수매단가 2300원으로 재결정

활짝핀 제주 노지 수국 2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카페 마노르블랑에 노지 수

국이 활짝 피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