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난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보유 항공기 수가 2019년

보다 42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

르면 국내 10개 항공사의 보유 항공

기 수는 2019년 414대에서 올해 372

대로 감소했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은 2019

년 170대에서 올해 159대로 11대,

아시아나항공은 86대에서 83대로 3

대 감소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제주

항공이 45대에서 42대, 진에어가 26

대에서 23대, 에어부산이 26대에서

25대, 티웨이항공이 28대에서 27대

로 각각 줄었다. 특히 경영난으로 기

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19대나 줄었다.

이는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지출의 상당 부분

을 차지하는 항공기 유지 비용을 줄이

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윤기자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하

IEVE)가 지난 7~10일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가운데 다채로운 경품 이벤트

로 식지 않은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엑스포는 e-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기업들의 실질 비즈니스 성

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B2B 비즈니

스 미팅과 PR쇼를 비롯해 전시회,

콘퍼런스, 시승 체험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엑스포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자와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경품

과 후원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경품중에서는 전시에 참가한

(주)디피코에서 제공한 초소형 전기

화물트럭 포트로 가 관심을 끌고 있

다. 효율성이 높은 지상고와 넓은 적

재함, 강력한 등판능력과 가속력을

갖추고 있어 근거리 물류 배송 기업

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IEVE는 올해 엑스포의 주요 프로

그램인 버주얼전시 관람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연말에 포트로 를 증정

할 계획이다.

방역 제품도 경품으로 제공된다.

올해 엑스포는 코로나19 확산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참가기업과 관

계자, 참관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

로 확보하기 위해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

뤄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 내빈들이

많이 방문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운

영됐던 AURAVAC 공간방역기 2

대도 경품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 국제전기차엑스포×SK증

권 실시간 주식당첨 이벤트, 블랙야

크의 친환경 티셔츠 등 다양한 경품

행사가 진행됐다. 이태윤기자

제주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정

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 수준에 더 가깝게 현실화하면

서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순수토지 증여비율이 최근 10년 새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주택 증여도 꾸준해 최근 5년 연

속 2000호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부

동산의 증여 증가는 부의 대물림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가진 이와 못

가진 이간 위화감 조성에서부터 증

여가 늘어나면 매물 부족으로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양극화

를 부추겨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을 끼칠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현황 분석 결과 2020년 한 해 제주

지역의 순수토지(건축물이 있는 토

지는 제외) 거래량 2만649필지 중

증여는 31.4%(6493필지)로 나타났

다. 올들어서도 7월까지 거래된 1만

4865필지 중 31.0%(4603필지)가 증

여로, 토지 10필지 중 3필지꼴로 집

계됐다.

도내 순수토지의 증여는 부동산시

장 활황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

연하다. 2011년 도내 순수토지 거래

량 2만1738필지 중 증여는 15.7%

(3405필지)였던 데서 2016년에는 4

만5331필지 중 20.1%(9096필지)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이어 ▷2017

년 22.2%(3만7243필지 중 8277필

지) ▷2018년 25.6%(3만1080필지

중 7965필지) ▷2019년 31.8%(2만

4479필지 중 7773필지)로 순수토지

증여비율이 10년 사이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주택 증여도 최근 몇년 전

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한

해 주택거래량 1만2537호 중 6.9%

(866호)에 그쳤던 증여는 2016년

에는 2098호로 처음 2000호를 넘어

서며 전체 주택거래량(2만808호)

의 10.1%를 기록했다. 이어 ▷2017

년 11.6%(1만9409호 중 2242호)

▷2018년 12.2%(1만7394호 중

2116호) ▷2019년 15.4%(1만3310

호 중 2045호) ▷2020년 15.2%

(1만4414호 중 2198호)로 증여 비

율이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

어났다. 2017년~2020년 주택시장

이 침체기를 맞으며 거래량이 감소

하는 상황에서도 증여는 꾸준히 비

중을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주택거래 1만634호

중 증여는 11.4%(1213호)로 집계

됐다.

이처럼 도내 순수토지와 주택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가

격 급등에 따라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유지하려는 경향에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1년 미만 단기

거래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린 영향 등으로 풀이된

다. 또 정부는 2023년부터는 부동산

의 증여와 상속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공시가 기준이 아닌 실거

래가 기준으로 과세를 예고한 상태

로, 증여를 고려했던 이들이라면 서

두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

산가격이 오른데다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

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

자 거래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로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증

여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볼 수 있

다 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KT제주단은 서귀포시에 최근 오픈

한 호텔 엘르에 호텔 전용 인공지능

서비스 KT AI 호텔 을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호텔에서는 기가지니 호텔 미

니 단말을 통해 KT AI 호텔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투숙객은 객실 내

에서 24시간 음성으로 간편하게 조

명, 에어컨, 난방, TV, 커튼을 제어할

수 있고 음악 감상과 객실 비품 신청,

내선통화 기능도 이용 가능하다.

호텔 엘르는 전 객실에 KT AI 호

텔과 객실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첨단

호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할 예

정이다. 또 호텔의 부대시설인 컨퍼

런스룸 공간을 활용해 기업 세미나와

워크숍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용남 KT 제주단장은 도내 다양

한 호텔과 협업해 KT의 AI 호텔 솔루

션을 적용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편의

성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2021년 9월 23일 목요일6 경 제

제주 순수토지 주택 증여 모두 늘었다

국제전기차엑스포 경품 열기 후끈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23)

금주(9월 20일~9월 26일)의 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 사 명 대 표 창 립 일

제주감귤농협

성보자동차공업사

송창구

김길생

1960년 9월 21일

2000년 9월 23일

▶제주감귤농협=21일 창립 61주년을 맞은 제주감귤

농협(조합장 송창구 사진)은 9개의 APC(산지유통

센터)와 모수원,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

화를 위해 여성감귤농업인아카데미 를 개설 운영하

는 등 제주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에는 판매사업 매출액 2177억원으로 전국 농협 중 1위를 달성했다.

송창구 조합장은 1만50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위대한 제주감귤농협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 고 말했다. ☎ 739-5401.

▶성보자동차공업사=23일 창립 21주년을 맞는 성보

자동차공업사(대표 김길생 사진)는 제주시 화북1동

SK동부주유소 맞은편으로 사옥을 이전해 고객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4시간 견인 대기 및 자동차 자체검사, 특수열처

리도장 등 최신 시설과 장비로 완벽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김길생 대표는 긴급 무상 출동과 고객 상담, 보험업무 등 종합적인

자동차 관리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고

품질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723-4411. 이태윤기자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무사안녕의 염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는 정박 중인 어선마

다 선원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만선기가 펄럭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당첨번호 27, 36, 37, 41, 43, 45

2 등

보너스숫자
32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로또복권 <제98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