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은행이 협

력해 시행중인 제주삼다수 상생협

력 대출 이 한달여 만에 27개 기업

이 총 9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개발공사와 제주은행은 도내 코

로나19 피해 지원 및 ESG(환경 사

회 지배구조) 경영문화 확산을 위

해 지난 5월 말 상생협력기금 출

연 협약 을 체결하고, 6월 13일부

터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시

행중이다. 대출 대상은 도내 소상

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또

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기

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ESG 경영기업이다. 총 대출규모는

50억원 한도로, 신용도에 따라 기

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 중 2.0%를 1년간

감면 지원한다. 문미숙기자

제주지역의 기업대출은 늘고 가계

대출은 주춤거리고 있다. 또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기 이전부터

시중 금리에 일부 선반영되며 은행

예 적금으로 수신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5월

제주지역 도내 금융기관 여 수신

동향 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금융기

관 여신 잔액은 37조4268억원으로,

전월보다 2145억원 늘었다. 4월

(1465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는

데, 가계대출은 372억원 감소한 반

면 기업대출은 2144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예금은행의 가중평

균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

준)가 지난해 5월 2.89%에서 올해

5월 4.14%로 상승하고, 정부의 대

출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가계대

출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반면 기업대출 증가는 최근 기업

들이 최대 경영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6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에서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인력난 인건비 상승

(29.2%)과 원자재가격 상승

(1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도내 금융기관의 5월 말 수신 잔

액은 35조1712억원으로 전월보다

4582억원 늘었다. 앞서 4월 한달동

안 수신이 월중 12년만에 최대인 1

조2143억원이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액이 축소되긴 했지만 전반적

인 증가 기조는 뚜렷하다. 2020년

과 2021년 연간 수신 증가액이 각

각 4177억, 1조2638억원이었던 것

과 비교해도 올해 증가 규모를 짐

작할 수 있다.

특히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정

기예 적금, 저축예금)은 4월 3715

억원 늘어난데 이어 5월에도 1203

억원 증가했다. 2020년에는 예금은

행 저축성예금이 2100억원 감소했

고, 2021년에는 587억원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여윳돈이 주식이나 부

동산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

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문미숙기자

최근 50년사이 제주농업은 핵심 경

영주 연령이 40대 이하에서 70대

중심으로 고령화되고, 전업농 중심

에서 겸업농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량작물 재배가 줄

고 과수와 채소류 재배가 확대된

가운데 월동무 재배면적이 4000㏊

이상 증가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1970년에서

2020년까지 도내 1차산업의 달라진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총조사로 본

제주 농어업 변화상 을 27일 발표

했다.

2020년 도내 농가는 3만가구, 농

가인구는 8만명으로 1970년(5만

5000가구, 24만8000명) 대비 각각

45.2%, 67.8% 감소했다.

농가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4.45명에서 2020년 2.6명으로 줄며

5인 이상 가구에서 2인 가구로 변

화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은 6.4%에서 28.8%로 22.4%포인트

(p) 증가하며 도내 전체 고령인구

비중(15.9%)보다 12.9%p 높았다.

농가 경영주 연령은 70세 이상이

30.4%(9000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27.6%), 50대(26.3%) 순이다. 40대

이하 경영주 비중은 1970년 60.5%에

서 2020년 15.8%로 급감했다. 이 기

간 0~14세 인구는 11만1000명에서

7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업농이 줄고 겸업농이 늘어난

것도 커다란 변화다. 도내 전업농

가 비중은 2020년 47.4%로 1970년

(64.4%)에 비해 17.0%p 감소했다.

나머지 52.6%는 겸업농가다.

2020년 도내 농가당 경지면적은

1.19㏊로, 1970년(0.64㏊)보다 0.55

㏊ 늘었다.

농가의 주된 경영형태는 1990년

과수(48.2%), 식량작물(35.4%), 채

소(12.1%) 순에서 2020년에는 과수

(61.5%), 채소(20.7%), 식량작물

(8.9%) 순으로 변화했다.

특히 1970년 도내 재배면적이

175㏊였던 무는 2020년 4523㏊로

25.8배 급증하며 전국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0.4%에서 37.9%로 확대

돼 눈길을 끌었다. 전국의 무 재배

면적이 4만1362㏊에서 1만1795㏊로

71.5%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어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도 농가

상황과 비슷했다. 2020년 도내 어

가는 3000가구, 어가인구는 6800명

으로 1970년(1만4800가구, 8만5200

명에 견줘 각각 79.7%, 92.0% 감소

했다. 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2.3

명으로, 1970년(5.8명)에 비해 3.5

명 줄었다. 어가의 고령인구 비중

은 1990년 4.5%에서 2020년 43.5%로

늘었다. 문미숙기자

제주지역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지난 5월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사망

자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

하며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7일 통계청의 5월 인구동향 에

따르면 5월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159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704명) 대비 6.6% 감소했다. 5월

까지 사망자 수는 1년 전(1733명)보

다 25.9%증가한 2182명이다.

이처럼 5월까지 도내 사망자 수

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아 591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불과 5개월

만에 도내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

소한 2021년(잠정 504명)의 규모를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월별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

월 연속 자연감소를 기록중이다.

매월 적게는 28명에서 많게는 217

명까지 자연감소가 이뤄졌다.

5월까지 도내 혼인건수는 1164건

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109건)에

견줘 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

다. 이는 올해 혼인건수가 늘었다

기보다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영

향으로 1~5월 혼인건수가 1년 전

(1382건)에 비해 19.8%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혼

인건수 감소로 인한 출생아 수 감

소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

5월까지 도내 이혼건수는 666건

으로 1년 전(624건)보다 6.7% 증가

했다. 지난 한해 이혼건수가 1490

건으로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것

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통계청은 이날 6월 국내인구이

동 결과 도 내놨다.

올해 1~6월 도내 순이동(전입-

전출) 인구는 1820명으로 지난해

동기(2066명)에 견줘 11.9% 감소했

다. 제주시로 630명이 순이동했고,

서귀포시로는 이보다 갑절 가까이

많은 1190명이 순이동한 것으로 나

타났다. 문미숙기자

27일
코스피지수 2415.53

+2.57
▲ 코스닥지수 795.70

+5.77
▲ 유가(WTI, 달러) 94.98

-1.72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35.97 1290.03 1EUR 1356.67 1303.73

100 974.98 941.40 1CNY 203.75 184.35

2022년 7월 28일 목요일6 경 제

물가 상승…도시락으로 식사 해결 물가 상승으로 편의점 등에서 도시락으로 식

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유통업계가 먹거리 상품군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들이 먹거리 상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인구 자연감소 더 빨라졌다
호남지방통계청, 최근 50년 제주농어업 변화상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