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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유익한 제주소식은
제주도정뉴스(http://news.jeju.go.kr)로.
이 신문에 담긴 내용은 제주도정뉴스의
e-book service 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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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기념하며
연말까지 도 직영 관광지 25곳을 무
료로 개방하고 있다.

감귤
올해산 감귤의 당도가 최근 몇 년 새 최
고를 기록하며 가장 맛있는 감귤로 기록
되고 있다.

경제
제주삼다수가 일본시장에 5년간 총 22만
5천톤, 연간 4만5천톤의 삼다수를 수출
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다이내믹제주 는 제주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홍보지다.
지난 1982년 창간해 매월 5일, 20일 월2회 정기적으로 발행되면서 제주도민뿐 아니라 국내외 제주도민들
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500호를 기념한 특집호를 발행했고, 추석절 특집으로 증면 발행하기도 했으며, 7대경관 D30일을 기념해 10월 11일 호외판을 발간하기도 했다.
또 유네스코에서 사라지는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 제주어기획 을 연재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접근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서비스해 스마트폰으로 QR코드 를 스캔하면 다이내믹
제주 전자책 홈페이지로 이동, 1호부터 현재 호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는 창간 30주년을 맞이해 제주에 살고 있는 세계인을 집중 조명하고, 도정신문
페이스북 계정을 마련하여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박주미씨가 7대경관 선정

도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6000억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집으로 발간한 11월 20일자 다이내믹제주 를 읽고 있다.<관련기사는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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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외신, Jeju Island 가는 교통편 관광지 음식 소개 기사 잇따라 게재
제주가 세계7대경관으로 선정된 이후 제주 브랜
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외신에서는 Jeju Island 를 가는 교통편 소개를
하고, 제주의 음식과 제주관광지를 소개하는 기사들
이 줄을 잇고 있다.
해외 인지도 부족으로 제주 라는 이름을 알리는데
애를 먹었던 이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다.
제주가 7대경관에 도전하는 과정에서부터 확대된
인지도와 선정된 이후의 브랜드 가치 덕에 제주를 찾
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7대경관으로 선정되기 전 제주를 대표하는 성산일
출봉에는 10월 중순 2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
했다.
이는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지난해 전
체 탐방객 197만명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세다.
특히 외국인 탐방객은 5월 이후 44%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일본인이 168%, 영어권과 동남아
권이 162.4% 증가라는 기록을 세웠다.

도직영 관광지 무료 호응
특히 7대자연경관 선정 이후 감사의 뜻으로 도 공
영관광지 무료관람을 실시하면서 관람객들의 호응도
뜨거운 편이다.
부산에서 온 김일진(28 사진 왼쪽)씨는 2박3일

좋고 모든 게 새롭게 보인다 고 감동을 전했다.
같이 온 김윤정(24)씨는 관광지 입장료가 무료여
서 더 기분이 좋다 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여행경비
가 절약되어서 좋고, 제주에 자주 오고 싶은데 앞으로
도 계속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다 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대경관으로 선정된 지난달 12
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도 유료 공영관광지 25곳
에 대해 무료관람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공영관광지는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산방산
△만장굴 △비자림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휴양림
△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
주목관아 △항몽유적지 △이중섭미술관 △감귤박물관
△제주항일기념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별빛누리
공원 △삼양동선사유적지 △서귀포천문과학관 △기당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추사유배지 이다.

7대경관 활용 아이디어 모집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7대경관 선정에 따른 도민
들에게 감사하고 선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임시반상회를 개최
했다.
번째로 찾았는데 다시 봐도 좋다 고 말했다.
그리고 제주가 세계7대경관으로 도전할 당시 투

반상회에서는 지난 1년간 인터넷과 전화투표로 적
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7대경관을 활용해 선
정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아

표를 했다 면서 제주가 선정이 되어 너무 기분이 좋

그리고 향후 발전계획의 모태가 될 도민의 참신한

이디어를 구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세계

다 고 말하고 제주가 7대경관에 선정이 되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다양한 계층에서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

자연유산관리단 7대경관1팀(710-3951)으로 제안하

지 일출봉이나 다른 관광지를 구경할 때 괜히 기분이

했다.

면 된다.

<한문성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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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감귤 당도 최고

감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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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을 보충해 주는 최고의 제철 과일
로 손꼽힌다.

이맘쯤 제주는 온통 주황빛으로 물
든다.

고려시대 문헌에서는 고려왕가에 공
물로 바쳐진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 왕

낮게 쌓아올린 현무암 돌담 넘어 탱글지
게 영근 귤나무들은 보기에도 탐스럽다.
특히 올해는 과실이 영글어가는 시기

가에서도 제주도에 관리를 파견해 귤나
무를 관리할 정도로 귀한 과일로 취급받
았다.

에 일조량이 적당해 당도는 지난해보다

효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

높아 한번 맛을 대기 시작하면 자꾸 손

만개선 현장실증 시험을 수행한 결과 감

이 가 쉽게 멈출 수가 없다.

귤음료를 섭취한 학생들의 경우 체지방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올해산 감귤품
질을 조사한 결과 평균 당도는 9.8브릭
스로 지난달 조사한 9.6브릭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혔다.

률 3%, 총콜레스테롤 10%, 체질량지수
1.5%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감귤에 함유돼 있는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리모노이드는 각종 성인

이는 평년 당도 9.3브릭스보다 0.5브

병발생을 억제하고, 항바이러스를 키워

릭스나 높고, 최근 가장 높았던 지난 20

주며 활성산소제거 작용을 통해 혈류개

06년 9.7브릭스보다 높아 가장 맛있는

선에 탁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해로 기록되고 있다.

감귤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피부를

특히 지난달 21일 조사한 결과 10.4

매끄럽게 하고 혈색을 좋게하는 등 피부

브릭스에 산함량 1.05%로 당이 매우 높

미용에 좋고, 발육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게 조사됐고, 지속적으로 당산비가 높아

칼슘을 보급하는 건강식품 기능도 한다.

지고 있다.

감귤의 산뜻한 향기와 맛은 여행 중

나무에서 충분히 완숙시켜 출하시키

차멀미나 배멀미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

는 감귤은 빛깔과 맛이 좋아 소비자를

적이고, 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손으로

유혹하고 있다.

간단히 벗겨 먹을 수 있어 여행가방 속

생산량도 56만9천톤 정도로 최종 예

든든한 간식이 되기도 한다.

상 생산량 관측조사결과 나타났다.

비상품 유통 강력 차단

자에게 신뢰받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천톤 보다 1만6천톤 적은 양이다.

그래도 고르기 쉽지 않다면 손쉽게 브
랜드 감귤을 구입하는 것도 요령이다.

생산량이 적어진 이유는 일소과의 발

올해산 노지감귤이 맛도 좋고 소비도

소비자들이 맛있는 감귤을 고르려면,

각 지역에서 생산된 높은당도와 고품

생, 열매솎기 추진 등으로 나무당 열매

늘면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산 감귤은 당도가 높아 모든 감귤이

질의 감귤, 즉 일정품질 이상의 귤에 브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부 비상품 감귤 유통이 제주산 감귤에

다 맛있지만, 특히 너무 반짝이거나 윤

랜드를 붙여 유통시키고 있다.

찬물을 끼얹고 있다.

기나는 것은 피하고 꼭지가 선명하고 껍

열매크기도 상품으로 불리는 2~8번
과의 비율이 80.2%를 점유해 규격과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규격에 맞지 않거
나 품질관리를 거치지 않은 비상품 감귤
을 유통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겨울철 건강 에너지

도내 외를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하
고 있다.

주황색 감귤은 맛뿐만 아니라 겨울철

맛있는 고품질 감귤만 유통시켜 소비

대표적인 브랜드로 △제주감귤협동

질이 얇은 것을 택해야 과즙이 많아 감

조합의 귤림원 △서귀포농협의 천상

귤 특유의 새콤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천하 △중문농협의 황제 △효돈농협

클수록 좋다는 다른 과일의 선입견은
버리는 게 좋다.
귤은 적당한 중간 크기의 감귤이 가장
맛이 좋기 때문이다.

의 행복담원 △남원농협의 곱들락 △
위미농협의

싱귤생귤

△안덕농협의

몬뜨락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영창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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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유통시설현대화, 고품질생산기반 구축, 수출기지 확대 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
거하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
한다.
특정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
스 이동을 자유화시키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
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
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
로 한-싱가포르, 한-유럽, 한-아세안, 한-EU, 한-페
루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표됐고, 한-인도 간에는 포
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됐다.
그리고 현재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
해 12월 재협상을 타결했고, 지난달 22일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효는 내년 1월 1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산 1차산업의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 대상은 한국산 8
628개 품목, 미국산 9016개 품목이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
결로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15년간 1차산
업에 1조 215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감귤산업에 9589억원, 축산업 1830억원, 수
산업 308억원의 피해가 추정된다.
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총 생
산이 단기적으로 약 931억원, 중장기적으로 1735억
원 감소가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농축산업분야 협상 내용
감귤분야를 보면 오렌지를 수입할 때 현황 50%의
관세가 있는데, FTA 발효로 노지감귤 출하기인 9월
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되 만감류 출하
기인 3월에서 8월까지는 관세를 30%로 낮추고 7년
후에는 철폐된다.
오렌지 주스와 냉동 농축액의 경우 수입할 때 붙던
현행관세 54%가 즉시 철폐되고, 감귤(만다린)은 현

감귤 작형을 조정해 연중 생산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행관세 144%가 15년간 균등 철폐된다.
세는 즉시 철폐된다.

했다.

축산분야는 쇠고기에서 40%의 관세가 15년 후

쟁력 강화에 나서고, 감귤 APC시설을 현행 14개에

철폐되고, 돼지고기 냉장육과 생돼지의 관세가 10

서 30개소로 확충해 유통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끌어

년 후 철폐, 유제품이나 닭고기 오리고기는 10~20

나갈 계획이다.

년 후 철폐된다.
농업분야에서는 마늘과 양파의 관세가 15년 후에
철폐되고, 콩 감자는 현행 유지된다.

감귤 클러스터 식품산업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을 창출하고, 공격형 수출시장 개척 및 다변화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 및 우수농산물 관리

농축산분야 대응 방안

제도(GAP) 인증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분야에서는 10년간 172개 사업에 4993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농 축

수산분야 대응 대책

작형을 조정해 연중 생산 출하 시스템을 구축해 경

투자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수산분야의 한미 FTA 협상 타결 대상은 한국
은 407개 미국은 205개이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넙치는 10
%의 관세가 12년 후에 철폐되면 연간 20억원의 피
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FTA대응 수산분야 세부
실천계획을 수정 보완해 7개 분야 148개 사업에 1조
1647억원을 투자해 나가기로 했다.
넙치의 경우 올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양식을 선포
한데 이어 완전 친환경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 다

산물이 싼 값에 들어올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

이밖에 △마필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화 △흑우를

한 제주산 농축산물이 큰 타격을 입을 것에 대응해 대

지역 명품으로 육성 △시설현대화 및 지원종축(말)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 증명서나 태그를 부

책마련에 들어갔다.

확대 건의 등 제도개선 추진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

착할 경우 수출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기회로 활용해

(등심, 뒷다리) 2차 가공 및 수출확대 등에 나선다는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감귤과 밭작물의 경우 10년간 104개 사업에
1조5020억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계획이다.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도수출진흥본부 71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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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와 감귤, 오렌지 주스 등 수출시에 붙던 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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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을 평정한 먹는샘물 제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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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밝혔다.

다수 가 일본시장을 공략한다.

그동안 제주삼다수의 수출물량은 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달 2

00톤 정도였다. 주로 동남아와 중국 등

1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주)지아

에 수출해 왔다.

이바이오와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 판매

올해 처음으로 일본시장에 1만1000

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톤의 물량을 수출했다.

이번에 계약된 내용은 5년간 22만5천

이번에 계약된 연간 4만5천톤의 물

톤 600억원 상당으로 연간 4만5000톤

량이 일본시장으로 수출되면 그동안

의 물량을 수출하기로 했다.

국내 브랜드 가치 1위를 기록하며 인
기를 끌었던 제주삼다수 가 해외시

일본 시장에 오르는 제주삼다수는 0.

장에서도 인지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

5ℓ와 2ℓ짜리 2종이다.

이다.
(주)지아이바이오는

제주삼다수의

를 활용한 스타마케팅을 통해 일본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류스타

내의 삼다수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션 업체로 최근 먹는 샘물 수출사업에
뛰어들었다.

수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다양한

가는 2009년 146호에서
지난해는 208호로 늘고 사

반, 브랜드 출하물량, 소

육두수도 1만2349두에서

꽃 색깔은 순백색에 중심부가 녹색을 띠며

매판매비율 등 브랜드 관

1만6242두로, 출하는 154

꽃이 크고 잎수가 많아 볼륨감이 우수하고

리와 위생 안전성, 브랜드

4두에서 2005두로 늘었다.

꽃대를 절단해도 30일 이상 유지된다.

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

화훼류 수출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을 꾸

그러나 재배하면서 곁순을 제거하는

준히 추진한 결과 표준형 순수 국산 품종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11월 흐리고

인 백마 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비오는 날이 많아 흰녹병이 발생하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한림 애월 지역에

3401

2012년 소비자 선정 우수 축산물

국산 국화 백마 日시장 진출
국산 국화 품종인 백마 가 일본으로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80-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로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

들결 제주한우 브랜드 참

보들결 제주한우는 지난

여농가에 대해 축산시설

제주한우의 대표적 광역

2008년 5월 출시 이후 사

현대화사업 우선지원 등

브랜드인 보들결 제주한

료급여체계 개선으로 품질

각종 정책사업에 우선순
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백마 품종에서 나

우 가 (사)소비자시민모임

의 균일화, 고품질 한우생

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

에서 주관하는 2012년 소

산을 위한 사양관리, 혈통

또 유통마케팅 강화를 위

또 지난 9월에 국화 수출업체 JJF

화품종 평가회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은

비자가 선정한 우수 축산물

등록두수 확대 등 품질관

한 대형마트와 MOU체결,

(Jeju Flower)와 국화 재배농업인과

스프레이형 국산 국화품종 체리블랏

인증 브랜드로 선정됐다.

리에 꾸준히 노력했다.

보들결 제주한우 브랜드 활

의 공급계약서를 체결했다.

섬 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화 수출 시범농가 5농가 1ha를 선정, 7
차례에 걸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브랜드 관리를 위한

성화 지원, 우수 축산물 브

참여농가 및 사육두수 확

랜드 페스티벌 참가를 통한

감시설 지원 등 수출용 국화 재배를 위한

질평가원 주관으로 브랜

대 등 생산기반 인프라를

우수성 홍보, 소비확대 시

기술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드 경영체별 서류심사와

구축하고, 브랜드출하물

식행사 등 브랜드가치 제고

문의 : 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

현지 방문실사를 통해 축

량도 확대해 나갔다.

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

1송이당 수출가격은 300~400원으로
지난달 22일에 1만송이를 첫 선적했다.
백마 품종의 특징은 농촌진흥청에서 20
06년 등록을 완료한 순수 국산 품종으로

연번
1

채 용 내 용
제주지방우정청기능직공무원10급(계리직)

이번 인증은 (사)소비
축산물품

수출되는 국화 물량은 모두 20만 송이.

과 760-7452

모집인원

근 무 시 간

4명

자시민모임과

산물품질 및 관리, 사육기

자 격 요 건
학력,경력제한없음주민등록상 제주도민인 자

2

제주피엠씨주식회사해외마케팅팀중국파트

명

3

레고교육센터 서귀포교육원 학원강사

명

평일:10:00~18:30, 토:09:30~17:30

4

제주투어스토리여행상담원

명

09:00~18:30

5

협창공업사엔진정비(3명),도장(2명)

5명

09:00~17:30

보들결 제주한우 참여농

접 수 방 법
홈페이지접수(http://www.koreapost.go.kr/jj/)

문의 : 도축정과 710-2141

접 수 마 감

급여수준/복리후생

2012년 1월 26일~1월 30일

대졸 및 졸업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
이메일접수(chacos@nanta.co.kr)
사유없는 자

12월 10일까지

전문대졸 이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인사람

이메일접수(semipart112@hanmail.net)

12월 11일까지

연봉 1,500 ~ 1,800만원

내사지원,이메일접수(chyojin80@daum.net)

채용시까지

연봉 1,200 ~ 1,500만원

직접 방문접수

채용시까지

직접 방문접수

12월 16일까지

교사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사본제
출 소지자 우대

6

온평초등학교컴퓨터강사

7

캐슬렉스제주골프클럽고객서비스팀

명

내사지원,이메일접수(paasaaii@hanmail.net)

채용시까지

8

㈜우리들리조트제주식음료서비스

명

내사지원, 팩스접수(766-7711)

채용시까지

9

㈜제일주류영업 및 배송

명

내사지원

채용시까지

연봉 2,400 ~ 2,700만원

10

한국씨티은행전담텔러계약직 및 일반사무계약직

명

온라인 접수(http://online.jobagent.co.kr/recruit/)

12월 8일 23:00까지

전담텔러 연봉:2,200만원, 일반사무 연봉:
2,000만원

11

㈜피터팬인네버랜드팀장급/정규직

명

10:00~21:00

이메일접수(kidscafe@naver.com)

채용시까지

130만원

12

쉐보레자동차영업직

명

08:30~18:00

고졸 이상, 남자는 군필

직접 방문접수

채용시까지

기본급(수습3개월까지 월 70만원)+판매
수당 별도지급, 인센티브 지급

13

제주공항화물청사보안검색원

명

3교대오전 : 06:00~13:40오후조:13:00~20:20
종일조:07:40~20:20

만19세이상~35세이하의 남녀신원조회시 이상없는분,색약
내사지원,이메일접수(kch2190@hanmail.net)
및 색맹이없는분

채용시까지

130~135만원

1명

14:00~17:00

경력무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회사이기에 열정, 패
기가 있으면 모두 가능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학력/연령/전공 제한없음 (관련 유경험자 우대)

※ 본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청년일자리 코너 에서 채용 진행중인 정보입니다.

연봉 1,800 ~ 2,100만원

<자료제공 및 문의 도경제정책과 7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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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아이바이오는 종합 보안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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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내년부터 5년간 6346억 자주재원 확보
시설대여업 소유 자동차 등록 제주유치 효과
제주특별법 세율조정권 특례활용 성과
내년부터 제주에서 자동차를 취득하

2002년 이후 국제선박등록, 항공기

고 등록하면 혜택이 크다.

정치장 등록, 선박투자회사 설립, 레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특례인 세

세 교차경주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

율조정권을 활용해 취득세율을 인하할

제주지역본부 등과 공동 노력으로 200

계획이다.

9년 236억원, 2010년 448억원, 올해 1
0월말 현재 425억원의 역외세원을 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충했다.

취득세율이 다른지방 7%에 비해 제주
에서만 유일하게 5%로 할인 적용한다.

앞으로 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자동차

공채 또한 12%에서 5%로 낮아진다.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취득세가 최고

이에 따른 도민 혜택은 연간 취득세 6

770억원, 자동차세 최고 430억원, 교육

2억원, 채권 매입액 감소 85억원 등 150

세 최고 129억원 등 자주재원이 900억
원에서 많게는 1500억원까지 확충될 것

억원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게 된다.
이와 같은 조례 제 개정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5기 제주도정

금융업법 상의 시설대여업 소유 자동차

억원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

제주 등록 유치 추진 등 타 광역자치단

고 있다.

체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했다.

그리고 제주의 경우 부동산 등 고정세

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저당권 설정 수
수료가 156억원에 177억원으로 늘어날

출범 당시 제주자치도 재정진단을 통해

그 결과 지난달 국내 대형 시설대여업

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확충

나타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세

체와 업무협의해 무방문 무대면 원스톱

하기 위해 도민이 부담없는 역외세원 확

또 내년 이후 매년 공채 매각으로 600

원 발굴 등 재정확충 돌파구에 나서기

서비스 온라인 자동차 등록을 제주에 하

충을 위한 특례제도를 운영해 항공기,

억원에서 680억원이 세원확충이 기대

시작했다.

기로 결정했다.

선박 및 레저세 교차경주 등 유동세원

된다.

올 상반기부터 대형세원인 여신전문

이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6346

유치를 추진해 왔다.

도, 제주사회 변동 반영할 통계지표 개발

것으로 추정된다.

문의 : 도세정담당관실 710-6881

인사분야 최우수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인사운

다양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제주사
회를 반영할 사회조사가 자체적으로 추
진된다.

회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1차 워크숍을

발과 주민참여 지표개발 병행이 바람직

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표창을 받는다.

열고 사회조사의 기본방향, 주요내용,

또 사회조사 통계개발과 함께 사회보

행정안전부가 전국 80여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통계생산이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서 발간이 필요하고 성인지 통계의 관

을 대상으로 우수 인사운영사례를

주로 경제성장과 발전의 관점에서 이뤄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선5기 출범

점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공모한 결과 제주자치도의 다자녀

지고 있어 주거여건이나 주민복지 등의

이후 통계전담 부서가 독립한 것을 계기

제주사회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개

로 제주사회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제주자치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통 배려 인사문화 부문에서 최우

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 있는 통계개발을 위한 사회조사 추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국가기관 관

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제시했다.

계자 등과의 워크숍을 통해 세부적인 과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문의 : 도총무과 710-6211

출산이나 부양, 교육 및 의료, 고용,

견도 제시됐다.

실업, 보건의료, 주거, 교통, 지역격차,

특히 이번 조사는 도제실시 이후 첫 번

제들을 도출해 나가는 등 신뢰성과 적합

정보화, 환경, 문화 및 여가, 노령화, 저

째 사업이지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성을 지닌 사회지표 개발로 제주 특성에

출산, 사회참여, 삶의 만족도 등의 사회

중 15번째로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합하는 정책추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개발 관점에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사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지표개

문의 : 도정책기획관실 710-2371

공무원 특별우대 인사시책 이 소

국립기상연구소 혁신도시내 착공
국립기상연구소가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증축

제주혁신

도시 사업 지구내에서 지난 1일
신청사 착공식을 가졌다.
국립기상연구소는 1만7천㎡

설계한다.

친환경적설계 등이 높은

부지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점수를 받았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증축공사를 위해 설계경기 심사를

설계경기는 지역제한

개최한 결과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

방식으로 추진해 15개

사사무소(대표 현군출)의 작품이 선정

업체가 응모했고, 우수

구소가 들어서면 기후변화에 적

됐다.<사진>

작으로는 (주)종합건축

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사사무소 그룹케이가 선

하고 제주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정됐다.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기능적 디자인과 우수한 조
형성이 돋보이고, 개방적 아트리움과 내
부공간의 위계성이 분명하다는 점과 다
른공간과의 유기적 공간활용, 자연환기,

문의 : 도총무과 710-6

된다.
제주혁신도시내

국립기상연

문의 : 도도시계획과 7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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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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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기업이 행복한 사회적기업 34곳 지정
2014년까지 100개, 일자리 1000개 창출 목표
일자리 창출 소비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선순환 기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실현하
면서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고 그 창출된 이윤은 다시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착한기업 이다.

◇ 사회적기업 : 11개 기업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목적
을 우선 추구하면서 이윤을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실현이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
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하다.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 일자리 1000
개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다.
올해 34개, 내년에는 54개, 2013년에는 75개, 2014년에는 100개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 요 사 업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남시영

서귀포시 대정읍

노동취약계층 햄, 소시지 가공

사회복지법인 마로원길 직업 재활센터

양은심

제주시 한림읍

중증장애인 세탁사업

제주 YWCA제주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백진주

제주시 연동

간병, 베이비시터, 신생아도우미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이영호

제주시 삼도1동

환경(방제, 청소)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

최영열

제주시 화북동

도자기용품 생산 및 판매, 원예작물 재배 및 꽃 배달
사업, 친환경인증농산물(감귤)생산 및 판매

사회복지법인 청수아리랑 김치

임애덕

제주시 한경면

김치 생산 및 판매

(유)행복나눔푸드

강승림

제주시 삼양동

도시락 생산 및 판매

(유)엔젤사업지원단

고용석

제주시 조천읍

방문요양서비스 관리사업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이정순

제주시 애월읍

장애인 고용하여 제주 말가죽을 이용한 가방, 지갑, 제
주말이용 건강식품 제조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

김경환

서귀포시 동홍동

청소, 방역

(주)제주생태관광

고제량

제주시 이도이동

생태문화관광, 공정여행

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예비사회적기업 : 23개 기업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9
8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 관 명

아울러 경영과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3천만

대표자

소 재 지

주 요 사 업

원 한도 내에서 기술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지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한

제주시 아라동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이동청소사업단

하고 있다.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최순희

제주시 삼도2동

중증장애인 IT분야 고용창출사업

(사)제주경상학회

고부언

제주시 아라동

장애인 대상 경영 컨설팅 교육사업

(주)제주문화관광개발원

강남규

제주시 노형동

제주역사문화 관광

(주)서정

양미순

제주시 노형동

방역

구성해 발대식을 열었고, 1사1사회적기업 결연을 통해 사회적기업

생드르영농조합법인

김영호

제주시 조천읍

친환경 로컬푸드

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김순자

제주시 아라동

친환경 유기농 영귤 과즙 생산품 제조

에코소랑

박경숙

서귀포시 토평동

두루마리, 점보롤 화장지 제조 및 도소매

안끄래영농조합법인

고대지

서귀포시 중문동

나뭇잎을 활용한 음식 데코레이션사업, 농수산물유통
제주자생수목가공

어우렁다우렁

김세철

서귀포시 서귀동

결혼 이주민자 고용을 통한 다문화 음식점 운영

푸른이어사업단

고봉식

서귀포시 오라동

로컬푸드(약용 및 유기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사업)

농업회사법인 (주)파란하늘

이광철

제주시 애월읍

가구리폼 사업 및 목공체험장 운영 도 농연계 농촌마
을 개발사업

노리안마로

양호성

제주시 화북동

전통문화공연 예술사업을 통한 사회나눔사업

(주)알이

신치호

제주시 구좌읍

목재재활용디자인제품 제조 판매,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가공유통 협회

오정욱

제주시 도두동

수산물제조 및 수산관계기업 공동구매, 폐자재수집,
협동화사업

백년의귤향기 영농조합법인

양대년

서귀포시 서홍동

감귤분재 및 묘목 판매사업

한울 영농조합법인

송태문

제주시 신촌리

농산물생산 및 가공판매

아이해피(주)

박홍숙

제주시 노형동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제주특산품 및 사회적기업 생산
품 판매

제주미디어(주)

김명섭

제주시 일도2동

문화관광, 레져관련사업(여행노트, 관광상품제작, 인
쇄, 디자인 등)

(사)제주자연학교 에코사업단 인포레 스트

정상배

제주시 애월읍

제주의 원목을 이용한 생태건축과 목재소품생산을 통
한 일자리 창출

전통놀이문화지원협의회

강순혁

서귀포시 표선면

전통놀이 문화계승으로 인성교육함양

(유)좋은세상

안정윤

서귀포시 동홍동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부정선

제주시 한림읍

웰빙전통식품 개발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

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도 알선해주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만 6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문적인 지식 등을 기부할 수 있는 프로보노단을

내년 20곳 제주형 사회적기업 선정
제주자치도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현
재 도내에는 34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에 대해 31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제4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일자리창출사
업 공모를 통해 4개의 업체를 지정하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78명
을 지원했고, 올해만 총 20개 기업을 제주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했다.
내년에는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20개, 일자리 2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맛(Food)과 체험(Foot
), 축제(Festival), 그린투어(Farm) 등 F4-Tour 사업 발굴 및
사회적기업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 발굴과 제주자원 및 인재를 활용
한 사회적기업 육성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과 리더 양성교육 강화, 청
년사회적기업 육성 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 상시공모제 실시 등을 통해 착한기업 을 육성하고 이것은
또 착한소비 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도모해 나갈 방침
<한문성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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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다이내믹제주」에서는 유네스코에 목심

랑 랑

언어 로 지정된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 3월부터 제주어로 된 기사를 기획, 연재하고 있다

동짓날 뒈민
고,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

로 일 년 중에 밤이 질 질곡 낮이 질

른

날이우다.

은 하늘에 신 모든 빛을 합친 흰색

으로 신이 주신 최고의 완성된 작품이
며, 새알심의 흰색은 하늘을 상징 곡
둥근 모냥은 행성을 뜻합니다.

동지는 태양이 적도이남 23.5도, 남회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생명력을 연장

귀선 황경 270도 위치에 있을 때로 양력

해 가는 의미를 담고 붉은 색은 인간과

12월 22일이나 23일에 들어마씸.

만물이 나쁜 기운을

지옌도 불르곡도

초순에 들민 애기동
여마씸.

선조들은

민가에서는 동지를 족은 설이렌
동지가 지나사

더 먹는뎅

영

엿고,

동지는 밤이 질 질엉 ) 음(陰)기가 극

먹엇젱

는 절

당 식구들이

동국세시기 에는 공공씨에게 붉
수왕

는 바보 아들이 셔신

디 동짓날에 죽언 역질 귀신이 뒈엇젠
마씸.

(陽)기의 기운이 싹트는 절기로 만물이
물 오르곡 새 생명을 태어나게

사당에 고사를 지

니다.

은 색을

점에 이르곡 낮이 질어지기 시작 여 양

죽을

냈고, 집안 요듸저듸에 놔

중국서도 동지를 설로 삼앙 새해가 시작
되는 날로 봐수다.

딱 태왕 ) 물리쳐

엿수다.

준덴

죽을

동짓날 붉은

먹으민 그 역

영 의미를 두어 동지맞이 의식을

로 죽은 사름이 잇일 땐 죽을 쑤지 안

거행

엿젱 전 니다.

덴

아졍 잇수다.
붉은 팥을 더러워진 우물에 넣으면 물

이 맑아지고 질병을 막아준다는 이왁도

먹기 전에 구석구

숫가락 썩 거려놓곡, 먹음도

석에
곡

죽을

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오랜 풍습

이우다.

동짓날 궁중에서는 회례연을 베풀었

시민 흉년이 든다고

들곡, 동서복판을
고 지방관원들은 임금에게 진하

였다

니다.

고

로 질른 흔적이 나
엿수다.

경 고 갈아나간 흔적이 동서남북
로 세로로 가지런 지 안 민 평년이 된

동국세시기 에는 새해

력을 멘들

여서마씸.

다고

앙 궁중에 바치민 궁중에서는 달력에 어

이 날은 동지부적 뱀 사(蛇) 자를

상가에 보내는 관습도

새를 찍엉 백관에게 나누어주면 관원들

앙 거꿀로 붙여 잡귀신을 막는다는 속신

있었고, 경사스러운 일이나 재앙이

은 이를 또 친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

(俗信)이 있었으며,

었다고 합니다.

민 자게 늙고,

잇어마씸.
동지 때

갈아나간 흔적이 시민 이듬해는 풍년이

질 귀신을 물리치곡 애기동지 때나 괴질

기로

먹으민 귀신 물리치곡

동짓 날 회례연, 상감제 베풀엉

죽을
있을 때
엇수다.

죽을 쒀서 먹는 풍습도 잇

옛날 탐라성주가 귤, 유자, 귤감을 종
묘에 진상

때 이를 치하하는 의미에

서 동지에 황감제(黃柑製)라는 임시 과
거를 실시 여 인재를 등용 기도
고, 진상

)

엿

것을 신하들에게도 나눠 줬

는데 이 제도가 조선조말

지 죽장

을 만들어 진상 하였고, 진상된 전약을
각 관청에 나누어 주어서 악귀를 물리치
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민 멩년에 질병이 항 사

동짓날

) 막 얼민 빙도 엇곡 풍년이 든뎅

엿

수다.
옛날부터 동짓날이 뒈민 백성들은 빚
을

내의원에서는 쉐 다리로 전약(煎藥)

엿수다.

름이 하영 ) 죽넹 곡 ), 눈이 하영오멍

려

왓수다.

죽을 먹지 안

병 잡귀가 널리 퍼진뎅

딱 ) 가파불곡 어려운

당 )이나

이웃 시민 도웨주멍 ) 화목하게 지내고
어려운 일도 잘 풀어 주멍 살앗젠마씸.
이영

이와기덜이

려오는 걸로 보

민 오늘날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를 펼치

동지날이 되면 동지하례를 행 하는데

는 것도 동짓날에 우리 선조들이 해오던

동지헌말(冬至獻襪)로 버선을 선물하

나눔정신을 오고생이 ) 이어받은 게 아

였고, 종묘에 청어(靑魚)를 천신하였으

닌가 셍각뒈어 점수다.

며 대 선비가에서도 이를 행하였다고 합
니다.

각 주설명
1) 제일 길어

동짓날 눈 오민 풍년 든뎅

2) 불을 태워서
3) 퍼진다고
4) 많이

동국세시기 에는 동지가 되면 얼음
모양이 용이 땅을 간 것 같은 용갈이 현
상이 잇엇수다.
이 현상을 보고 이듬해 농 의 풍흉을
짐작

는디 남북언덕 가차운듸로 세로

5) 죽는다고 하고

글 : 고재수 전 교장
제주어보전회 이사
제공 : (사)제주어보전회
www.jejueo.com

6) 많이 내리면서
7) 모두
8) 친척, 가까운 혈족
9) 도와주며
10) 변함이 없이

YK

음력으로 동짓

죽

이웃 도웨주멍 살아

죽의 붉은색은 태양(火)을 상징

족은 설, 맹질로 여겼던 동지
동지는 열두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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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회관 대극장
일 시

공연명

12. 7(수)
19:00

중앙음악제

12. 9(금)
19:30

서울모테트합창단 공연

연락처 및 요금
010-8661-6833
무료
064-710-7643
1층2만원/2층1만5천원할인(문
사회원 고3수험생(수험표지참)
30%/단체20인이상20%)

올레길을 걷고 싶은데 비가 쏟아질 듯

에서는 자연 속에 숨겨진 길을 찾아, 또

날씨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국립제주박

역사를 찾아보면서 마을과 마을을 잇는

물관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소통의 길이 열리고 점차 분주하게 살아

12.10(토)
19:30

제4회 제주카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010-3869-9644
무료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12.11(일)
19:30

제12회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010-8802-9425
무료

서귀포시 화순리 유적을 통해 탐라

12.13(화)
19:30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010-4692-2122
무료

성립기 거점마을의 공간구조 및 물자

12.14(수)
19:00

2011 제주 음악제

010-2804-2808
전석 5천원

교환을 위한 교통통로로서의 입지를

12.15(목)
19:30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1 협주곡의 밤

064-721-2588
일반 5천원 / 학생 3천원

에 걷다-옛 제주의 마을과 길 이라는 이
름으로 오는 25일까지 올레길을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에 산책하는 길은 제주올레 9코
스와 17, 18코스.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다.

직접 밖으로 나가서 걷는 올레길은 아

제주 북부지역 중심에 해당하는 17코

니지만 전시회를 통해 제주올레길의 친

스에서는 외도동 유적에서 한반도와 중

환경적인 가치와 매력을 느끼고 제주의

국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들어온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코스는 자연경관이 아

18코스에서는 한반도로부터의 선사

름다울 뿐 아니라 선사시대 이래 일찍부

문화가 유입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조

터 큰 마을을 이루고 생활하였던 유적들

성된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을 유적인 삼

이 많이 남아 있어, 옛 제주인의 생활상

양동유적(사적 416호)과 삼화지구유적

을 엿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올레 마을

등 선인들의 옛 흔적들을 통해 주거의

의 모습과 사람들의 일상을 비교하고 투

형태와 마을의 구조, 변천양상 등을 함

영해 볼 수 있다.

께 볼 수 있다.

제주도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9코스

12.16(금)
19:00

이동용 피아노 독주회

011-694-3772
전석 1만원

12.17(토)
19:00

한라윈드앙상블 제50회
정기연주회

010-6798-1155
일반 5천원 / 학생 1천원

12.18(일)
19:30
12.21(수)
19:00

제30회 KBS제주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064-741-7100
무료
010-3697-7854
무료

가족 뮤지컬 후토스
(생명의 씨앗)

1544-7579
VIP석 35,000원 / R석 30,00
0원 / S석 25,000원

12.27(화)
19:30

한라소년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010-9701-8614
무료

12.29(목)
~30(금)

좋은 영화 무료상영

064-710-7651
무료

문예회관 소극장
일시
12. 6(화)
19:00
12. 9(금)
19:00
12.10(토)
19:00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064-784-8281
일반 3천원
064-751-8096
무료
010-7414-6191
무료

연극 미안해!
제주장애인 문화 예술제
클래식기타 연주회

12.12(월)~14 2011 모던아츠 창작가 레지던스 프로
(수) 19:30
그램 창작 발표회
12. 15(목)

문의 : 국립제주박물관 720-8102

12.16(금)
19:00
12.17(토)
14:00

소설가 오을식씨
제3회 현진건 문학상 수상
소설가 오을식(5
1 사진)씨가 단편소
현진건 문학상을 수

2011 공관어린이집 학예 발표회
리허설

010-3077-8888
무료
064-744-8500
무료
064-725-2450
무료
064-744-8500
무료

꼬까어린이집 재롱 발표회
2011 공관어린이집 학예 발표회

12.18(일)
19:00

눈 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

010-6798-1155
무료

12.21(수)~22
(목) 15:00/
19:00

극예술연구회 정기공연 - 연극
임이랑 지우기

010-7725-0460
전석 5천원

12.24(토)
16:00/19:00

연극 서툰 사람들

010-2691-5752
일반 5천원 / 학생 3천원

12.25(일)
18:00

두번째 사라봉 동호회
송년 음악회

010-4130-1646
무료

12.26(월)
18:00

제2회 키즈콜럼버스 영어 발표회

064-723-0302
무료

12.27(화)
18:00

꿈이 담긴 참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

064-723-255
2무 료

12.29(목)
19:00

연물 굿

064-702-6661
미정

제1 전시실

설 달밤 으로 제3회
일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12. 2(금)
~12. 7(수)

제20회 제주미술제(미술)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
도지회 010-3697-5775

12. 8(목)
~12.12(월)

제23회 제주대학교 문화조형디자
인전공 과제전(디자인)

제주대학교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010-2756-1379

운수 좋은 날 , 빈처 , B사감과 러브레

12.13(화)
~12. 18(일)

김기표 서양화 개인전(서양화)

서양화가 김기표
010-2691-5161

터 , 술 권하는 사회 등의 작품으로 널

12.19(월)
~12.23(금)

제10회 한라서예 전람회(서예)

한국서가협회제주도지회
010-3099-2282

리 알려진 한국소설의 사실주의 개척자

12.24(토)
~12.28(수)

대한민국 건축대전 제주순회전 및
회원전(건축)

한국건축사협회제주지회
010-9898-3459

현진건(1900-1943) 선생을 기리기 위

12.29(목)
~2012.1.3(화)

제3회 백록예문회전(서예)

백록예문회
017-690-2454

상한다.
현진건

문학상은

해 제정됐다.

제3회 국제사진공모전 이달 말까지

광양초등학교 관악부 정기연주회

12.24(토)~25
(일)11:00/
14:00/16:00

심사를 맡은 김원일(소설가. 순천대

제2 전시실
일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석좌교수), 김치수(평론가. 이화여대

12. 2(금)
~12. 7(수)

제20회 제주미술제(미술)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회 010-3697-5775

석좌교수)씨는 치밀한 묘사와 특이한

12. 8(목)
~12.13(화)

제26회 여백회 정기전(회화)

여백회
010-3332-3621

계절 대자연의 비경이 파노라마처럼

출품규격은 컬러, 흑백, 디지털,

소설적 장치로 오늘날 농촌이 당면한 현

12.14(수)
~12.18(일)

삼보영상 사진 동호회전(사진)

삼보영상 사진동호회
010-9338-4114

펼쳐지는 살아있는 화산 박물관 제주

아날로그 사진 모두 가능하며 최소 3

실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했다 고 선정

12.19(월)
~12.23(금)

제10회 한라서예 전람회(서예)

한국서가협회제주도지회
010-3099-2282

의 아름다운 경관을 공유하기 위한 제

점 이상 최소 5점 이내이고, 컴퓨터

이유를 밝혔다.

12.24(토)
~12.28(수)

제16회 제주풍경사진작가회
회원전(사진)

3회 국제사진 공모전 이 열린다.

합성은 불가하다.

오을식씨는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아일보와 함

작품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이

께 세 번째 국제사진 공모전을 연다.

고, 내년 1월 17일까지 작품심사를 거

했으며, 제31회

쳐 내년 1월 31일 결과를 발표한다.

제8회 자유문학상 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의 경관적 가치

하고, 1993년 <자유문학>으로 등단
한국소설문학상 ,

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최종 선정된 작품에게는 모두 상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제주의

장이 주어지며 부상으로 △대상 1

매력을 되새기고 세계7대자연경관에

명 상금 1천만원 △금상 1명 5백만

시상식은 현진건 선생의 고향인 대구

선정된 경이로운 제주를 축하하는 의

원 △은상 2명 2백만원 △동상 3명

에서 오는 8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

미로 진행된다.

1백만원 △입상 50명 20만원이 주

회관에서 열린다. 상금은 천만원이다.

세계인이 지키고 싶어하는 세계인

어진다.

12.29(목)
제14회 제주도옹기문화연구회전
~2012.1.3(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공예)

소설집으로는 <비련사 가는 길>이
있다.

2011년 서울문화재단 작가창작기금

의 보물섬 제주의 7대 자연경관 즐

자세한 문의는 동아일보 제주국제

천만원 수혜자이기도 해서 이번에 겹경

겨보기 라는 주제로 제주의 경관이

사진공모전 사무국(전화 02-361-1

사를 맞은 오을식씨는 91년부터 제주에

나 생태 등을 표현한 사진이면 누구

418, E-mail : jeju.unescophoto

살면서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 부회

나 출품이 가능하다.

@gmail.net)으로 하면 된다.

장을 역임했었고 현재는 제주문화예술
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제주풍경사진가회
011-9664-0065
제주도옹기문화연구회
010-9087-2953

제주아트센터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12. 6(화)
19:30

제주특별자치도립합창단
제76회 정기연주회

064-728-3292~4
일반 5천원 / 학생 3천
원 / 단체 4천원

12. 8(목)
19:30

제주특별자치도립교향악단
제96회 정기연주회

064-728-3292~4
일반 5천원 / 학생 3천
원 / 단체 4천원

12.10(토)~11
(일) 11:00
/ 14:00

라이브 동화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644-5564
1층(R) 2만5천원 / 2층
(S) 2만원

12.13(화)
19:00

권미숙의 보성소리 수궁가
완창 발표회

064-753-2209
무료

창작뮤지컬 천상재회를 그리며

064-722-0794
특별권 3만원
일반권 2만원

도립제주예술단 2011 송년음악회

064-728-3292~4
무료

12.24(토)
15:00/19:00

크리스마스 콘서트 대니정 콘서트

1588-2364
전석 5만원

12.25(일)
17:00

크리스마스 콘서트 이루마 콘서트

1588-0766 R석 7만7천
원 / S석 6만6천원 /
A석 5만5천원

12.31(토)
19:00

팝페라 정세훈 콘서트

1544-7579 VIP석 8만8천
원 / R석 7만7천원 / S
석 5만5천원

12.17(토)
16:00/19:00
12.18(일)
15:00
12.20(화)
19:30

YK

국립제주박물관이 제주올레, 박물관

CM

CM

YK

10

2011년 12월 5일 월요일

의정

미래교육의 길을 찾아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선화 의원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공동주최

교육위원회, 2011 제주교육포럼 개최

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추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방의 날을 맞아 여성폭력피해

현실적 한계를 넘어 소통을

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토론

통한 지원과 이에 따른 네트

회가 지난달 24일 의원회관

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내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실태

선화 의원을 좌장으로, 고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부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와 현장에서 느끼는 지원의

희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

회(위원장 오대익)는 지난달 30

유발하는 교육체제로 바뀌어가고

고 말했다.

한계성을 토론하여 이에 필

주여성상담소 소장, 허순임

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미래교

있다 며 학문간 통합과 융합의

이어 김동일 서울대 사범대학

요한 지원과 정책을 건의하

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족사랑

육의 길을 찾아서 를 주제로 201

개념을 넘어 창의력과 문제해결

교육학과 교수는 미래 인재 육성

고 제안하기 위해 제주특별

쉼터 원장, 송영심 제주여성

1년도 제주교육 포럼을 개최했

력, 종합적 사고력, 응용력을 종

을 위한 도전과 대응 이라는 주제

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인권연대부설 현장상담지원

합하며 지능과 경험을 하나로 통

강연에서 글로벌 인재는 기본적

이선화 의원과 제주여성인권

해냄 팀장, 한용길 제주이주

이날 포럼은 불확실한 미래사

섭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인 인지 역량의 바탕 위에서 비전

상담소 시설협의회가

민센터 국장, 김경미 제주특

회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를 얼마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고

과 함께 자기주도적으로 미래 사

마련했다.

나 정확하게 예측하여 어떤 교육

강조했다.

다.<사진>

함께

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

회를 열어나가며 다양한 문화에

주제발표에서 김인숙 변호

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

을 시키고, 예측된 미래를 학생과

주제강연에서 차성현 국가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공

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팀

장, 김영옥 제주지방경찰청

학부모에게 어떻게 준비시킬 것

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동체에 대한 배려감을 가진 사

장)는 여성폭력 종식-담론

여성청소년계 계장이 토론자

인가에 대한 미래 교육의 길을 찾

은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방향

람 이라며,

에서 행동으로 를 주제로, 여

로 참석했다.

현재의 지식교육으

과 추진 전략 을 주제로 한 아

로는 대인관계, 공동체 의식 등을

오대익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

미래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인재

이 필요하다 며 우리 아이들이

생들이 뛰어난 역량을 제대로 발

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지식, 인성, 창의성을 고루 갖춘

휘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공동체

최근 교육정책도 아이들에게 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의식과 도덕적 배려를 교육해야

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수 있도록 가정, 사회, 학교, 정

한다 고 강조했다.

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정책관실, 의정시책 발굴 우수
도의회사무처 12월 정례직원조회

한국의 빈곤화 성장과 제주경제 설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창립 5주년 기념 초청강연
지속

성장

가능성

(대표 오영훈 의원)는 지난달 25

보를

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체계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

철저히 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

5주년을 기념해 제주경제 미래

미래

설계

처(처장 강성근)는 지난 1일

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

설계와 실천을 위한 경제 전문가

와 그 실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

조했다.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사진>

을 위한 구

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12월

한편 이날 조회에 앞서 올

확
위해

오영훈 대표의원은 개회사에

체적이며,

정례직원조회를 열고, 제28

해 의정시책 발굴 우수부서에

서 이번 초청강연은 제주지역

세부적인

8회 정례회 마무리와 내년도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

의 경제가 그동안 산업구조의

추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을, 도민열린쉼터 명칭 공모

양극화와 취약성으로 인한 일자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련하

로 채워졌을 때 제주도민은 내일

것을 당부했다.<사진>

에 따른 당선자로 총무담당관

리 창출의 둔화, 고용 잠재력 및

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을 기다리는 보람이 있으며, 도민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을 보듬어주며 서민을 위한 모성

경우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
큼, 직원들은 의정지원을 더욱

여건의 위축 등으로 저성장이

전략

초청강연에 나선 고운호 전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은

불확실

애의 따뜻한 경제 정책을 펼쳐, 사

위해서는 제주경제의 현실을 정

의 시대에 처해 있는 제주사회의

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참살이 정

확히 진단하고 제주 미래경제의

정신적 공황이 삶의 가치와 기대

책 실현을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실 윤승언 담당에 대한 표창
을 수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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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을

재외도민회 7대경관 선정 축하행사 개최

11

우리 마을의 상수도(물) 역사 를 찾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용
역의뢰를 받아 제주 상수도 개발사 발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제주의 물을 이용한 물 산업은 최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 상수도 개발사 발간사

파라과이 도민회와 대사관 직원들의 홍보활동 모습.

업은 과거 먹는 물이 귀했던 물허벅시대부터 오늘날 광역상
국내 14개 도민회와 해외 12개 재외
도민회는 고향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

직원들이 앞장서준 데 대한 고마움의 감

수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물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

사서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으로 정리함으로써,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

에 선정됨에 따라 거주지 시민들에게 감

미주 동남부 애틀란타 제주도민회(회

사행사를 열고 성원해준 분들께 감사 인

장 김춘경)에서도 지난달 29일 애틀란

사를 전하고 있다.

타 한인회(회장 은종국)와 영사, 애틀란

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보다 충실한 제주 상수도 개발사를 기
록하기 위해 마을마다 전해 내려오고 있는 물과 관련된 역사

지난달 18일 일본 동경 뉴오타니 호

타 주요 미디어 사장(한국일보, 조선일

텔에서 재일대한민국민단 창단 65주

보, 중앙일보, 라디오코리아, K.T.N방

년 행사에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송국, NEWSNPOST)과 도민 40여명

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문대림 도의회의장, 일본 정계 및 국

이 모여 제주가 7대경관에 선정될 수 있

○ 수집 자료

내 국회의원, 민단회원 500여명이 참

도록 협조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행사를

- 상수도(물) 관련된 기록물(서적 기록 사진)과 이야기

석해 제주가 7대경관에 선정된 것을 축

개최했다.

- 상수도(물) 이용 장비 도구, 기타 상수도(물) 관련 인물

하했다.

와 문화, 사라져버린 물 관련 이야기 등을 수집하고자 하오

국내에서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탐라

남미 파라과이 제주도민회(회장 정완

영재관에 서울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대

준)는 인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

형 현수막을 설치했고, 부산과 경남에서

과이 3개국 도민회와 연합해 세계7대경

는 도청과 상공회의소 등 기관과 시내에

관 선정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했고,

감사현수막을 설치해 축하분위기를 고

파라과이 한국대사관(대사 박동일)과

조시키고 있다.

탤런트 박주미 박정철

자료 등
○ 연락처 : 제주발전연구원 726-6142
※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 교육기부 운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위촉

주 향장품 및 특산품 세계시장 진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

험 자원지도(CRM : Creative

철)씨가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나서게 된다. 홍보대사 임기는 위촉일로

0월 27일 도내 30여 기관과 창의

activity Resource Map) 에 포

대사로 위촉돼 제주상품 홍보와 청정제

부터 2년이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부 협약

함시켜 활용도를 높여가자는데 뜻을

식 을 갖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

모았다.

중문동

관상용 꽃 화분 전달

성산읍

동부소방서, 소방훈련 실시

는 특성화된 분야의 재능인 특강,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견학, 체험프로그램, 작업장 개방

교육기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등을 기부할 것을 동참하는 협약을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체결했다.

교육기부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기부 운동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 관 학이 하나가 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
혔다.

어 지적자산을 교육현장에 적극적으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의 학생들

로 공여하고자 하는 지적자산 기부

은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운동으로, 산 학 연의 미래인재 양

이 진행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중문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

동부소방서(서장 조성종)는 지난달

성 기여로 공교육 강화 및 사회적 책

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용범)는 지난달 28일 관상용 화분 포인

30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

임 강화, 그리고 선진사회 구축이 목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진로와 직업

세티아 8기를 중문동 주민센터에 전달

한 휘닉스아일랜드에서 민 관 합동 소

적이다.

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했다. 포인세티아는 12월에 개화하는

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훈련은 고

이날 협약식 참가자들은 앞으로

꽃으로 사계절 꽃피는 환경조성에 기여

층건물 내 돌발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교

했다.

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고, 안전의식을 제

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창의체

<오봉근 중문동 명예기자>

적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기봉 성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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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계 전지훈련지, 제주시가 최고야!
동계 전지훈련 기간을 맞아 제주시에

팀, 인천체육고등학교, 충남체육고등학

서 훈련을 하고 싶다는 다른 지방 선수

교, 구미시청 육상팀 등 지금까지 제주

팀들의 문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겠다는 팀들

탐라기 전국 유도대회 및 동계 전지훈
련 축구리그전 등 전지훈련팀들을 위한

은 11월말 현재 47개팀 2000여명에 달
하고 있다.

동계 전지훈련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으

제주시는 동계 전지훈련기간 동안 25

면서 훈련팀들의 방문문의가 쇄도하고

00개팀 3만여명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있다는 것.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단일 독립리그로 출범하며 전 국민적

이를 위해 시는 전지훈련팀 격려 및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고양 원더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불편사항 해결, 시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 및 간단한

문의 :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728-3261

야구팀(2군리그)을 비롯, 충북도청 사

청 내 각 부서별 전지훈련팀 자매결연

정비 서비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

<제주시 공보과>

이클팀, 충북대 부설고등학교 소프트볼

추진, 보건소 물리치료실 활용, 훈련팀

획이다.

제주시 공직자, 따뜻한 복지공동체 참여 열기 후끈
사랑의 1계좌 갖기 운동을 통해 따
뜻한 복지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제주
시 공무원들의 참여 열기가 후끈 달아오
르고 있다.
지난 9~10월 2개월간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1계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8월말 628명에서
제주별빛누리공원은 개기월식현

행사가 취소된다. 취소 여부는 당일

140명이 추가 동참, 최근 총 768명이 참

상이 발생하는 오는 10일(토) 특이

오후 제주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

여하고 있다.

천문현상 공개 관측회를 공원 광장

(http://star.jejusi.go.kr)에 게

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재된다.

특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
족과, 용담1동, 노형동은 전 직원이 사

한국기아대책본부를 비롯하여 직접 아
프리카 학생과 결연, 정기 후원을 하는
공직자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 이어 올해 마지

별빛누리공원은 이번 관측행사를

막 월식은 10일 오후 10시부터 시작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중등과정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 지구와 달 에서 제시되는 월식현

이외에 적십자, 꽃동네, 장애인 노인

시설에 693계좌 등 총 1,461계좌를 후원

이번 월식 관측행사 는 제주별빛

상을 직접 관측, 월식의 원리를 이해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있어 매달 1500여만원, 연 1억8000

누리공원 태양계 행성광장에서 개기

할 수 있는 산 교육적 경험과 한 해를

한국어린이재단, 다문화가정센터, 푸드

여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 사랑

월식과 겨울 별자리에 대한 설명과

마무리하는 송년과 희망찬 신년을

뱅크, 백혈병소아암협회 등 여러 기관과

과 희망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사진 촬

맞이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

단체, 복지시설에도 매월 5천원에서 5

한편 시는 착한가게 가입 후원 , 푸드

영도 할 수 있다.

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원까지 693명이 정기적으로 후원금

마켓 물품 기증운동 등 수눌음 정신과 김

참가비는 무료이며, 우천 등 기상
악화로 관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문의 : 제주시 관광진흥과 별빛누
리공원 728-8901

랑의 1계좌 갖기 운동에 참여하는 정성
을 보여주고 있다.

을 기탁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등 빈곤 아동들에게 새
희망을 주기 위해 월드비전, 유니세프,

전국 일등, 앞서가는 제주시

이처럼 제주시 공직자들은 사랑의 열
매 768계좌와 기타 복지관련 기관, 단체,

만덕의 베풂 정신을 관련 기관 단체와 함
께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728-2471

지난 2009년 한국관광경영대상에

점수를 획득했고, 노인요양시설 충족

서 영어판 번역 등 한국축제의 우수성

률, 기초노령연금 관리, 의료급여 영

과 국내 관광발전에 기여, 대상을 수상

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기도 한 축제전문 매거진 참살이
최근 제주시가 복지정책 종합평가

는 올해 가볼만한 축제로 4개 분야 20

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가운데 1위의

개 축제를 선정 발표, 지난달 25일 시

영예를 안은 것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상했다.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전국 최우수

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201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평

2011 복지정책 종합평가 전국 1위

전문 매거진 참살이 의 가볼만한 축
제 관광지 축제분야에서 제주정월대
보름 들불축제가 전국 1위로 선정되
는 등 힘찬 행보를 하고 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가볼만한 축제 전국 1위
제주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명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

좌동진-무사안녕기원(2010)

제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복

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2011 청

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평가」결

매년 전국 시 군 구를 대상으로 복지

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 대학로, 청계천과 전국 축제장을

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한 결과

전국 190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를

돌며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난 2010년 전국 2위에서 올해는 당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제주

선정, 순위를 매기도록 한 참살이 의

당히 전국 1위로 선정되며 복지메카도

시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시로 부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

가볼만한 축제 관광지 축제분야에서
태백 눈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연천

이번 평가에서 제주시는 노인복지

한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전곡리구석기축제, 전주 남강유등축

영역과 의료급여영역, 자활사업지원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높은

제를 제치고 1위에 선정됐다.

부분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최고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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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규탄대회 열려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등 공공기관
의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규탄대회가 지난달 30일 열렸
다.<사진>
제주혁신도시건설지원위원회 등 서
귀포시 지역 74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된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연 시
민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홍명표 등 1
5명)는 이날 오전 제주혁신도시 현장에
서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고
창후 서귀포시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세청 산하 3
개 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세청은
2008년 12월 30일 대통령직속발전위원
회에서 승인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
국세청주류면허지원

해야 한다 며, 16만 서귀포시민의 역량

는 서귀포시의 희망이자 목표 라며 제

센터 등 산하 3개 기관 중 현 국세공무원

을 총 결집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고 밝

주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국세청이 사기

교육원을 매각하지 않고 단기교육 기관

혔다.

높이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친다. 국가정책 무시하는 국세청은 각성

명실상부하고 내실 있는 공공기관 이전

하라 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혁신도시 이

이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전 부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청고객만족센터,

을 쏟겠다 고 강조했다.

으로 존치시키기 위해 산하 3개 기관 모

홍명표 공동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두를 3년간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어 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이 조속히 이전될

주혁신도시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때까지 청원활동 전개와 청와대를 비롯

문대림 도의회 의장도 정부가 약속

한편, 지난 2007년 9월 전국 10개 혁

하고 있다 고 비판하며 국세청은 국세

한 관계기관 항의 방문 등 대정부 투쟁을

한 것을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한 제주혁

공무원교육원을 매각하고 산하 3개 기

강력히 벌여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다 면서 도의회에 혁신도시 관련 특

신도시는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관을 정부의 승인사항 대로 조속히 이전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제주혁신도시

희망 서귀포 기획 디자인 대상 수상

별위원회를 구성해 혁신도시 완성에 힘

서귀포시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서귀포시 공보과>

국 기 자 협 회,

한 국 광 고 홍 보 학 회,

희망 서귀포 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

KBS 등이 후원해 국가 기관 및 지

션 대상에서 기획 디자인 대상을 수상

자체, 기업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중

했다.<사진>

우수 제작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희망 서귀포 (발행인 고창후 서
귀포시장)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행사다.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인쇄매

열린「2011

체 분야 중에서 희망 서귀포 는 그동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시상

안 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 등을 기

식에서 기획 디자인 부문 대상을 받

획 취재하며 서귀포시민의 꿈과 희

았다.

망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았다.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한국사

희망 서귀포 의 이번 대상은 지난 2

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

009년 인쇄사외보 부문 기획대상에

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

운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0년부터 명동

업 에 응모한 결과 지난 7월 27일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9월 9일 상가 및
건물주들이 중심이 된

명동로 간판

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을 추진, 도로구

(LED) 교체사업 개선위원회 가 구성

조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혼란

돼 교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럽고 고비용 저효율적인 간판에 대

명동로 간판 교체사업은 총 사업비 8

한 정비가 되지 않아 가로환경개선사업

억원 중 4억원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산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

업기반기금으로 투입되어 171개 상가

아왔다.

의 366개의 간판을 190여개로 간판수

이에 따라 시는 지식경제부가 주관 한

를 줄이고 타이머 설치와 에너지 효율

2011년 조명광고 간판(LED) 교체사

이 뛰어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

업이다.
현재 105개 간판이 교체됐으며, 오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76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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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생활환경개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얼마 전 세계7대자연경관
에 선정되었다.

하는 문제다.

미리 시사하

이는 큰 경사이며 대단히 영광스러
운 일이다.
어쩌면 역사에 길이 남을 만 한 위
업이 될 수도 있다.

이다.

있다는 사실이다.

개발

자연환경보전은 제주도의 여건을

과 보전의 문

고려할 때 정책에서 최우선 될 수밖에

이는

고 있기 때문
유네스코

제 그리고 국

없지만 그렇다고 생활환경개선이 가

자연과학분

제자유도시의

볍게 취급돼서도 안 된다.

야 3관왕 획

성공적

조성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역사적

득, 세계7대

과도 그 맥을

을 정도다. 생활환경은 바로 도민의 삶

위업이 국민들의 성원 그리고 정부의

자연경관 선

같이 하는 문제

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원에 힘입은 바 크지만, 무엇보다

정, 세계환경

이기도 하다.

도민의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

수도

졌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절

갖가지 갈등으로 제주사회가 통합
력의 위기에 빠져있다는 게 한낱 기우
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손유원

선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묘한 조화인
가. 정말 멋진 컨셉이다.
제주는 이제 세계 제일의 자연환경

분명 제주인의 저력을 새삼 실감케
하는 쾌거임에 틀림없다.

의 보고로 손색이 없는 구색을 다 갖
춘 것이다.

내년 9월이면 제주에서 세계환경보
전총회가 열리게 된다.
이 총회는 세계 120여 국에서 1만
여 명에 달하는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여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하
이러한 총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것

후자에 대한

장실이 아직도 7천여 개소가 있고, 석

문제는 간단히

면을 함유하고 있는 스레트지붕 건물

쉽게 논할 사

5만여 동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항이 아니기에 여기서는 제주도의 환

축산폐수 악취 민원은 곳곳에서 터

경보전정책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져 나오고 있으며, 구 도심권 지역에

한다.

는 주차장이 없어 난리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자연과

더 이상 한반도에서 홀로 떨어진 변

하면서 타시도에는 없는 지하수, 생

학분야 트리플크라운을 획득하고, 세

방의 척박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세

태, 경관 등급에 따라 개발행위를 다

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고, 세계환경

계인이 부러워하는 복 받은 땅이 된

르게 허가하는 관리보전지역제도를

수도로 세계에 널리 알려 진다 한들

것이다.

시행하고 있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낱 빛 좋은

그리고 세계 속의 제주로 비상하게
될 것이다. 실로 놀랍고 멋진 반전이

는 아주 큰 국제행사다.

아닌가!

자체만으로도 실로 대단한 일이지만,

이에 제주도의 과제도 분명해졌다.

이 기간 중 우근민 지사가 우리 제주

제주의 이 빼어난 자연환경을 유산

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선언하게 되는

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근민 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의 기

개살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때문에 제주도의 환경보전정책은

조도 선보전 후개발 원칙이다.
게다가 전국 최초로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도 곧 도입되게 된다.

자연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개
선에도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를 감안해 보면 제주도의 자연환경

이 문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금

보전정책은 후한 점수를 받을 만 하다.

데,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선언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이 갖는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것, 그리고 제주의 이 귀중한 자산을

그것은 제주도 환경보전정책이 생

지역발전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활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바로 제주도의 발전방향과 모델을

자료에 의하면 개량 안 된 재래식화

처럼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적
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삶과 인생(人生)의 시간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려진 인생의
시간표는 어떤 모습일까?
어느 명인께서 말했듯이 인생은 40고

<경남 창원시>

순환법칙은 어쩔 수 없는지 어느새 가
을은 소멸되고 벌써 초겨울의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 떨어져 가을 끝자락에 서 있을 훗날

는 삶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음지에서

우리 인간 역시 낙엽인생처럼 시간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크고 작은 봉사와 함

서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개가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했고

져야 한다고 했지만 필자는 얼굴 뿐만

어떻게 살아 왔는지 한번쯤 되돌아보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얼굴과 마음속까지

서 삶을 결산하고 각자 남은 시간에 대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한 각오와 다짐을 해본다.

께 남을 성장시키는 일까지 아무대가 없
이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본(日本)의 유명한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이야코가 쓴 글

이는 자신의 얼굴에 그려진 모습을 한

내가 남에게 얼마나 베풀었으며 또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신(神)이

번쯤 되돌아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

남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행동을 하지

내게 책임지라고 맡기신 이들이다 라

스로 관리하면서 남에게도 관심을 가지

않았는지⋯.

는 글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

라는 것으로 풀이하고 싶다.
얼마 전 모처럼 산에 올라보니 무척
바쁘게 살아온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살만큼 살다가 삶의 끝자락에
다 닿았을 때 남은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월동준비에 걱정을 하

우리 인생도 언젠가 낙엽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어려운 이웃과 어떤 관계를 이

면서도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믿음으로

싶어 잠시 인생을 사색하는 감상에 젖어

루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의미와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 낸다.

들었다.

삶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으

봄을 거쳐 여름이면 신록에 푸르름에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은 남을 돕고

로 겨울의 매서운 찬바람을 헤치며 삶을

서 가을의 찬란했던 단풍의 모습과 낙엽

약자를 배려하고 때로는 남을 성공시키

고 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날씨는 추워지고
해도 저물어간다.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 주변의 이웃
에 사랑을 나누어 주자.
따스한 말 한마디 정다운 눈길은 그
들에게 어둠속에서 피어나는 한줄기
희망에 빛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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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광장

도민이 만들어 낼 세계가 찾는 제주

15

사람답게 사는 탐라 세상
김난재

경축! 제주 세계7

또 다시 찾게 되는 제주, 세계 7대

대자연경관 선정 요

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 세계가 찾

즘 제주도민이라면 가

는 제주는 우리 도민이 만들어가는

는 곳마다 이러한 현

것이다.

수막을 볼 수 있을 것
이다.
자랑스러운 일임에
<대학생 명예기자>

틀림없다.
그렇게나 도민 여러

분께서 학수고대하던 세계7대자연경관
에 선정되었으니 말이다.
몇 달간, 제주도는 중국인들을 비롯

제주에는 오고가는 정이 현존하고 있
지 않는가! 서글서글한 웃음과 좋기로 소
문 난 민심으로 제주의 경쟁력을 살리기
에 충분하다고 본다.
지금 제주는 관광산업은 물론이거니
와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여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한 외국인들의 관광으로 제주사랑이

어딜 나가든 제주도의 한사람으로

점점 세계로 나가고 있음을 느꼈을 것

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요

이다.

즘, 이 기세를 모아 큰 힘을 보여 줄 수

세계가 찾는 제주란 말을 실감하는 시
기라고 생각된다.

있다.
제주이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관광객들이 한 번 찾고 또 찾

역사와 그 모든 것이 함께한 삶의 현

고 싶은 제주도라는 인식을 주어야 된다

장이 살아 숨쉬는 제주관광지. 곳곳이 관

고 생각한다.

광지가 될 수 있으며, 곳곳이 관광서비스

제주 관광산업의 부흥이 제주를 살리
는 길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다.

가 될 수 있는 제주도! 앞으로 비상할 일
만 남아있다.

살아있는 문화박물관 해녀
虔)은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치던 겨울
어느 날 순력에 나섰다.
그런데 엄동설한에 발가벗은 여인들

그나마 요즘은 해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듯 하다.
주한미국 대사도 일부로 해녀를 체험
하기 위해 제주를 찾기도 했다.

이 무리지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한수풀 해녀학교에서는 해마다 해녀

이 추운 겨울에 어찌하여 여자들이 바

들을 양성하고 있다. 물론 그곳을 나왔다

닷속으로 뛰어드는가? 하고 물었다.
자초지종을 듣고 그 뒤로는 전복이나
소라 따위를 일절 먹지 않았다고 한다.

고 생업으로 뛰어들지는 못하더라도 해
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사록 에는 잠녀를 시켜 물에 들

할머니 한 분이 사라지면 박물관이

어가게 하니 맨몸을 던져 깊은 바다로

사라진다 는 말이 있는데, 해녀 한 분이

들어가는데 흡사 개구리가 물에 떠다니

사라지면 제주의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

는 모양이 되었다. 한참 있다가 나오는

는 건 아닐까.

데 각각 생복, 소라, 해삼 등 해산물을
따와서 드린다.

해녀는 문화다양성을 온 몸에 간직한
장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입고 먹기 위해 죽을 곳을 평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

평한 육지처럼 밟고 다니는 게 어찌 그들

회에서 제주 해녀, 끈질긴 생명력과

의 본심이겠는가 라고 하고 있다.

삶 이란 제목으로 제주 해녀를 집중

제주 해녀들은 돈벌이를 위해 제주도
에서 독도까지 출항했다는 기록도 있다.

조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었다고
한다.

그래서 해녀들은 저승에서 벌어 이

해녀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승에서 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수 있는 내용이라는데 도통 찾기는 쉽지

모른다.

않다.

해녀들이 잠시 쉬던 불턱은 가장 오래
된 문화유산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녀의 삶은 고단해서
인지 해녀들의 평균 연령은 높아져만 가
고, 젊은 해녀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주해녀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
인다는데 대해 축하할 일이나, 좀더 보기
쉽게 소개하면 좋았을 껄 하는 아쉬움이
든다.
강호남<서귀포시 동홍동>

※ 이 면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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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A : Do you have any special Christmas plans?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계획이 있니?)
B : I am going to stay up all night with some friends.
(친구들이랑 밤샐 계획이야.)
A : Sounds like fun!
(재미있겠다!)
<< 오늘의 표현 >>
I am going to stay up all night with some friends : 친구들이랑 밤샐 계
획이야.
크리스마스 하면 일반적으로 기분이 들뜨고 뭔가 즐거운 계획을 만들고 싶
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친구들과
보낸다거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크리스마
스 하면 보통 밤을 새는 계획들을 많이 할 것이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stay up all night 이다. 한국말로도 흔히 올나잇 이라는 영어로부터 비롯
된 표현을 쓰지만 올나잇만 쓸 것이 아니라 stay up 이라는 말을 붙여서 같
이 쓰면 더 좋다. 거기다 중간에 talking/playing/caroling (얘기하면서/
놀면서/캐롤을 부르면서)등을 덧붙여서,

I am going to stay up all

night talking/playing/caroling with some friends. 라고 쓰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매일 월-금 저녁 10시반! All that Jeju와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아리랑라디오: www.arir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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