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3일 수요일6 경 제

2일
코스피지수 2087.19

+22.11
▲ 코스닥지수 743.58

+7.86
▲ 유가(WTI, 달러) 35.44

-0.05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47.45 1204.55 1EUR 1390.69 1336.43

100 1157.02 1117.24 1CNY 180.63 163.43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4개월 연속 하락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2일

발표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는 105.18(2015년=100)로 전월 대

비 0.2%, 전년 동월대비 0.8% 각각

하락했다. 지난 2월(106.69) 전월대

비 -0.2%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 1월 전월

보다 0.9% 상승했으나 2월 -0.2%, 3

월 -0.6%,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

되기 시작하면서 4월엔 -0.6% 하락

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2.1%, 전

년 동월대비 1.0% 각각 상승했으나

공업제품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

로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하며

전월대비 0.9%, 전년 동월대비 3.1%

각각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식료

품 비주류음료(1.3%), 의류 신발

(0.8%), 기타상품 서비스(0.4%), 가

정용품 가사서비스(0.5%), 오락 문

화(0.4%) 등은 상승했으나 교통(-

2.2%), 주택 수도 전기 연료(-1.4

%), 교육(-0.2%) 등은 하락했다.

전년 동월대비 음식 숙박(1.0%),

보건(1.9%), 식료품 비주류음료

(0.7%), 기타상품 서비스(1.4%), 교

육(0.3%) 등은 상승한 반면 교통(-

5.9%), 주택 수도 전기 연료(-2.3

%), 오락 문화(-0.9%), 의류 신발

(-0.8%), 통신(-0.7%)은 하락했다.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

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 동월대비 0.7% 각각 하

락했다.

어류 조개 채소 과실 등 기상 조

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

는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2.9

% 각각 상승했다.

집세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

년 동월대비 0.3% 하락했다. 공공서

비스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 동

월대비 0.8% 상승했고 개인서비스업

도 전월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0.7% 상승했다. 고대로기자

국내 육성 감귤 신품종을 재배현장

에서 농업인이 직접 보고 비교하면

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마

련된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올해

골든씨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GSP)의 일환으로 국내 육

성 신품종 감귤 보급을 위한 전시포

12개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197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도

내 감귤원은 50년이 지나면서 품종

이 뒤섞이고 밀식돼 생산성이 낮고

일조량 부족으로 고품질감귤을 생산

하는데 한계를 보이면서 품종 갱신

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새로운 감귤 품종이 개발되더

라도 나무 생육이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품종 갱신을 희망

하는 농업인은 품종 선택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육성 신품종을 재배현장에서 농업인

이 직접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전시포를 운영한다.

올해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

작과학원 감귤연구소에서 개발한

하례조생 11개소, 미니향 1개소

등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품종 전시포 운영을 희망하는 농

업인은 감귤아열대연구과(760-

7261)로 문의하면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재배 과정에서의 품종 특성 설명

가능 여부 등을 현장 확인 후 선정하

고 1년 동안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안내 책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

(78.5)가 전월 대비 0.3p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일 발표한

2020년 5월중 제주지역 소비자심리

지수(CCSI)는 78.5로 전월대비 0.3

p 하락했다. 전국 수준(77.6, 전월대

비 +6.8p)을 소폭 상회한 것이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6.8p 상승한 77.6이다. CCSI(Com-

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9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

미한다. 또 생활형편지수(73)는 전월

대비 3p 하락한 반면 생활형편전망

지수(82)는 1p 상승했고 가계수입전

망지수(82)는 전월대비 3p 하락한

반면, 소비지출전망지수(88)는 1p

상승했다.

현재 경기판단지수(36)와 향후 경

기전망지수(65)는 전월대비 각각 4

p 2p 상승했고 취업기회전망지수

(65)와 금리수준전망지수(81)는 전

월대비 각각 7p 3p 상승했다.

반면 가계저축지수(79)와 가계저

축전망지수(83)는 전월대비 각각 3

p 1p 하락했고 가계부채지수는 전월

대비 2p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전망

지수(102)는 2p 떨어졌다. 물가수준

전망지수(118)는 전월대비 1p 상승

했고 주택가격전망지수(76)는 전월

대비 1p 하락, 임금수준전망지수

(97)는 전월과 동일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

~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이 내년 9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

주식회사가 선박건조, 부두시설 확

보, 시설 운영계획 수립 등 운항 준

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하이덱스스토리지 주식회사는 지

난해 말 현대미포조선과 여객 850명

승용차 350대를 실을 수 있는 2만

7000t급 카페리선 비욘드 트러스트

(Beyond Trust) 건조 계약을 체

결했다.

비욘드 트러스트선은 현재 상세 설

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건조 작업에 들어가 내년 9월 하이덱

스스토리지 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하이덱스스토리지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사업 조건부

면허를 내년에 본면허로 바꿔줄 예정

이다. 또 여객선 운항은 2021년 9월

20일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8년 대저건설이 인천~제

주 항로 여객선 운송사업자로 선정

됐었으나, 인천항 여객터미널 준공

연기 등의 이유로 손실이 쌓이자 면

허를 포기했다.

현재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은

2014년 5월 세월호를 운항하던 청해

진해운이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6

년째 뱃길이 끊긴 상태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은 지난

1일 삼화지구에서 동화로지점 개점

식을 가졌다. >>사진

동화로지점은 최근 화북 상업지구

개발 및 동부공원의 대규모 공공임

대주택 단지 조성 계획에 발맞춰 개

점하게 됐으며, 고객들에게 질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봉주 조합장은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새로운

금융 수요에 대응해 함께하는 행복

농협, 희망농업 창조농협 구현에 앞

장서겠다 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초당옥수수 가 제주 서부지역의 새

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

업기술센터는 올해 한경농협, 한림농

협, 제주조공과 협업해 오는 4일 초

당옥수수 5만개의 첫 출하를 시작으

로 총 200만개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초당옥수수는 일반옥수수에 비해

당분 함유량이 20~30% 높고 수분이

많아 생으로 먹어도 톡톡 터지는 식

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햇과일 출하

가 적은 봄 소비 시장에서 피부미용

과 몸속 노폐물 제거 효과 등으로 최

근 웰빙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초당옥수수는 재배기간에 높

은 온도를 요구하는 작물로 육지부

에서는 노지재배 작형으로 재배가

확대되는 반면 도내에서는 3월 터널

재배해 6월 수확하는 조기 출하로 경

쟁력을 갖추고 있다.

도내 초당옥수수 재배면적은 2015

년 20㏊에서 올해 260㏊로 확대 재

배되고 있다. 서부지역은 한경농협,

한림농협 초당옥수수 공선출하회가

조직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1.5배 이

상 재배면적이 증가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품종선발 및 보급, 기술

지도 등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