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제주지역 상가 10곳 중 6곳은

권리금이 있는 상가이고, 평균 권리

금은 3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오피스와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가 전년보다 모두 소폭 내렸

는데, 오피스보다는 코로나19의 직

접적 영향을 받은 상가 임대료 하

락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상

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에 따르

면 작년 도내 상가 권리금 유

(有)비율은 62.2%로 나타났다. 전

년에 견줘 3.1%포인트(p) 하락했

지만 전국(16개 시도)의 권리금 유

비율(54.0%)을 상회하며 경기

(72.4%), 대전(72.0%), 부산

(71.6%), 광주(70.0%) 다음으로 높

았다.

도내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3666

만원으로 서울(4866만원), 경기

(4651만원), 인천(4111만원), 부산

(3804만원) 다음으로 높았다. 도내

상가의 ㎡당 평균 권리금은 34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도내 상업용부동산의 작년 임대

가격지수는 모든 유형에서 전년보

다 하락했다. 오피스의 평균 임대

가격지수(3층 이상 평균)는 전년

대비 0.64% 하락했다. 또 중대형상

가, 소규모상가, 집합상가의 임대가

격지수는 각각 0.38%, 0.70%, 1.35%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임대가격

지수는 오피스 대비 코로나19의 영

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임차수

요가 감소한 상가에서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의 임대

수익은 하락했지만 저금리와 시장

유동성 증가 등으로 투자자금이 유

입되며 투자수익률은 모든 상가에

서 상승했다. 도내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5.06%, 중대형상가 5.30%,

소규모상가 4.76%, 집합상가 5.52%

로 나타났는데 전국평균 수익률(각

각 8.90%, 7.02%, 6.12%, 6.58%)보

다는 낮았다.

작년 도내 공실률은 오피스 10.9

%, 중대형상가 8.5%, 소규모상가

2.1%로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올해 제주지

역에 면세유 12만4020㎘가 배정됐

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배정

량(12만2331㎘)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공급유종은 휘발유, 실내

등유, 경유, 중유, 부생연료유1호,

윤활유, 부생연료유2호, LPG 등 8

종이다.

농업용 면세유 사용은 전용카드

를 이용해 지정주유소에서 배정량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구입 가능하

다. 다만 면세유를 최초로 공급받

으려면 면세유 관리기관인 지역농

협에 농기계보유현황과 영농사실

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은 매

년 농업기계 변동사항을 지역농협

에 신고해야 하고, 시간계측기 부

착대상 농업기계 사용실적을 1월과

7월에 신고해야 한다. 전년도 농업

용 면세유류 1만ℓ 이상 사용 농가

도 1월과 7월에 농업생산실적을 보

고해야 한다.

배정받은 면세유가 부족한 농업

인은 지역농협에 영농여건 변동(기

온저하에 따른 가온시간 연장, 사

육두수 증가, 농작업 면적 증가 등)

사유를 기재해 추가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제주지역의 혼인건수와 출생

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출

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 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26일 통계청의 11월 인구동향

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도내 출

생아 수는 3533명으로 전년 동기

(3684명) 대비 4.1% 감소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저였던 2020년

(3989명)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졌

다. 또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255

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월중 최저로

집계됐다.

11월까지 도내 사망자 수는 3870

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337명 더 많

아, 올해 제주는 인구가 자연감소

원년이 될 전망이다. 작년 11월까

지 인구가 자연증가한 달은 1월

(21명), 3월(10명), 6월(12명) 석달

뿐이다. 혼인건수는 11월까지 2361

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677건)에 견줘 11.8% 감소한 수

치로, 혼인건수 역시 역대 최저였

던 2020년(2981건)의 수치를 갈아

치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기간 도내 이혼건수는 1356건

으로 1년 전보다 14.4% 감소해 눈

길을 끌었다. 문미숙기자

제주도가 추진중인 카본프리 아일

랜드 2030(이하 CFI 2030 )이 성

공하려면 앞으로 10년동안은 온실

가스 배출 감소나 신산업 육성 등

사업의 질적수준 개선이 필요하다

는 제언이 나왔다. 또 제주 친환경

산업의 발전상태를 고려할 때 에너

지 융 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한 누

적 일자리 7만4000개, 누적 부가가

치 8조5000억원 창출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부경

대학교 한희진 교수와 제주본부 민

상오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의 대전

환을 위한 추진과제 경제브리프를

내놨다.

경제브리프에 따르면 도내 신재

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

해 2020년 7월 총발전 설비용량의

36.0%를 차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가 2015년 3회에서

2020년 77회로 증가해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전기차 등록 비중은 2014년

0.2%에서 2021년 3.9%로 증가해 전

국 비중(0.9%)을 크게 웃도는데 전

기차 구매 보조금이 2026년 폐지

예정이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올해 7월 폐지를 앞두고 있어 전기

차 전환속도를 더디게 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또다른 환경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예

상했다.

CFI 2030의 에너지 융복합 신산

업 육성을 통한 2019년까지 취업

부가가치 누적유발효과는 4600명,

1800억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요

구되는 연평균 6900명, 8300억원에

크게 미달하며 계획의 현실적 조정

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와이가 2008년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HCEI) 정책

을 도입해 2045년까지 100%를 재

생에너지로 대체를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정책 도입

당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 석

유에 의존하던 하와이는 재생에너

지 공급 용량이 2011년 1186GWh

에서 2019년 2741GWh로 2배 이상

늘었고, 비중도 2013년 18.0%에서

2019년 29.8%로 증가하며 탄소중립

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 밝혔다. 하와이의 정책 성공 이

유로는 재생에너지 발전기기 설치

비용 일부 지원 등 인센티브, 석유

제품에 배럴당 1.05달러를 부과하

는 배럴세 도입, 2015년부터 천연

가스와 신에너지(변형된 형태의 화

력발전) 발전사업에도 세금 부과

법률 제정, 하와이 주정부의 연방

정부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

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

반의 HCEI 정책 추진을 들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민상오 조사

역은 제주 CFI 2030 정책의 향후

10년은 온실가스 배출과 신산업 육

성 등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방향

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며 제주

도 중심의 추진 체계에서 중앙 지

방 민간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협

력적 거버너스로의 전환과 인센티

브 제도의 유지 확산, 특별자치도

의 지위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하려

는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여건을 조

성해야 한다 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022년 1월 27일 목요일6 경 제

26일
코스피지수 2709.24

-11.15
▼ 코스닥지수 882.09

-7.35
▼ 유가(WTI, 달러) 85.60

+2.29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18.45 1176.55 1EUR 1380.40 1326.54

100 1069.61 1032.83 1CNY 198.69 179.77

겨울감자 수확하는 농촌 26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겨울감자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탄소없는 섬 제주 정책 질적 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