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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안
마련

경제
최대규모로 열린 2011 일자리박람회에
서 129명 현장 채용

문화
빛의 화가 방혜자 기획전이 제주돌문
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 열려

기획
제주어로 둘러보는 제주목관아

YK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결과가 오는 12일 새벽에 발표된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11일 오후 8시 11분까지.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6일 남았다.
2011년 11월 11일 제주도의 역사는 새롭게 기록될 것이다.
마지막 한 표가 역사를 바꾸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고 001-1588-7715 를 눌러보자.
전화, 문자 투표는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할 수 있다.
한라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제주의 7대경관 선정을 기원하는
I ♥ JEJU , D-06 푯말을 들고 제주의 역사를 바꾸기 위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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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삼성초등학교 어린이회(회장 강승

선정결과 12일 새벽 잠정 발표

완)는 2011 삼성가족사랑축제 책 바자

11월 11일 오후 8시 11분까지 투표 가능

회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5205건(86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 재단에 따르

만8000원 상당)을 기탁하기도 했다.

면 투표는 그리니치 표준시각으로 정확

12일 새벽 4시 7분 결과 발표

히 2011년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

전화 001-1588-7715⇒1번⇒7715

하게 투표 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남은

끝난다고 밝혔다.

기간의 투표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그리니치 표준시간이므로 한국시

2007년부터 시작된 4년간의 도전

간으로 하면 11일 오후 8시 11분까지
이다.
이에 따라 D-day 카운트다운도 기존

제주 선정으로 피날레 장식 기대

문자 001-1588-7715⇒한글 제주,
영문 JEJU, jeju

에는 당초 재단 홈페이지 투표마감일인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결과가 발표
되는 오는 12일 새벽에는 제주가 선정되

투표 결과는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본
시 7분에 발표한다.
이를 한국시간으로 하면 투표결과는
12일 새벽 4시 7분에 발표된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것은 잠정 득표수
일 뿐, 전화투표수를 완전히 집계하기
위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뉴세븐
원더스 재단은 밝혔다.
이는 세계 도처에서 사용되는 투표 운
영자와 고객의 계약 시스템 때문이다.

쳐줄 것을 호소했다.

인터넷 www.n7w.com

앞으로 D-day까지는 6일 남았다.
부에서 그리니치 표준시각 11일 오후 7

있다 면서 남은 기간까지 총력전을 펼

12일 새벽 제주 선정염원 행사

11월 10일 기준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
으로는 11일로 조정해 적용한다.

부만근 위원장은 7대자연경관은 철저

제주의 세계7대경관 선정을 기원하며

길 기원하는 행사가 열린다.

남녀노소와 민 관, 모든 계층에서 전화

1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제

투표 기탁을 한 결과 이달 3일 현재 47

주선정을 기원하며 각계각층의 기관,

억9700만원이 모아졌다.

단체와 도민 등이 모여서 7대자연경관

이를 투표로 환산하면 약 2900만 건
에 달한다.

선정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행사를 갖
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10억표 중 1

또 이날 성산일출봉에서는 새벽 3시3

억표 이상을 얻어야 선정될 것으로 보고

0분부터 5시까지 KBS 전국 특별생방

있다.

송 제주사랑 음악회 가 펼쳐진다.

제주도는 28개 최종 후보지 가운데

이 자리에는 정상급 가수와 정상급 성

또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결과를 위해

지난해까지 하위그룹에 속했다가 올해

악가, 국악인 등이 출연해 제주 7대경관

독립적인 국제 회계 감사관이 최종 집계

초 상위그룹으로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선정 염원을 담아 온 도민을 비롯한 전

를 입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선임될 것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민과 함께 제주선정 결과 발표를 함께

란 점도 강조했다.
확정된 결과가 나오면 각 선정지역에
뉴세븐원더스 공식 소개 기념행사를 개
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화투표기탁금 48억원 모여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전화투표 기
탁금이 48억원에 달한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 눈앞에 다가
왔다.
지금까지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회
장 강태선)는 66만 재외도민의 염원을

지켜볼 계획이다.
한편,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는
전화와 문자 모두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
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아 100만건(1억6500만원 상당)을

문자투표(1회 150원)는 제주 또는

기탁했고, 인터넷 게임업체인 (주)엔엑

JEJU , jeju 를 입력해 001-1588-77

스씨(대표 김정주)와 (주)넥슨네트웍

15로 전송하면 된다.

스(대표 정일영)는 각각 10만건 모두 2

전화(1통화 180원)는 001-1588-77

0만건(3300만원 상당)의 전화투표를

15로 걸어 1번(한국어), 7715를 순차적

기탁했다.

으로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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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정 국가아젠다로, 호주 수영복 입고 투표, 이스라엘 카운트다운 개시⋯
7대경관 마감 6일을 앞두고 최종 후보지국들마
다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범국민 범도
민추진위원회가 출범, 활발한 투표참여 운동을 전
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제주만의 현안이 아니라 국가적 아
젠다 로 인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가장 먼저 인터
넷 투표에 참여했고, 9월 7일에는 광주광역시 김대
중컨벤션센터에서 터치스크린으로 제주에 한 표를
행사했다.
또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원 등 중앙부
처에서 투표활동을 지원하고, 재외도민, 각지역 추
진위원회 및 도내 각 기관 단체들도 활발히 참여하
고 있다.
호주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투표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투표소에는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투표하며 호주의 7대경관 선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투표소는 호주 관광청이 세
계7대경관에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가 도전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사해가 세계7대경관에 될 것을
희망하며 마감 20여일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을 개
시했다.

어린이가 공항에서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전화투표를 하고있다
이스라엘 사해 고층빌딩위에서 D-day 카운트
다운 개시
호주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투표소에서 수영복을
입고 투표하는 사람들
이과수폭포 위에 활공하는 비행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계선에 있는 상위 후
보지 이과수폭포에는 비행선이 높이 활공하며 이
과수폭포의 7대경관 선정을 기원하는 등 각 후보지
마다 막바지 경쟁이 치열하다.
최종 후보지 정상들의 막바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실오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이 코모도섬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인도네시아인
들에게 코모도를 입력하여 9818번으로 보냅시다
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직 부통령을 코모도 홍보대
사로 임명해 1억 2천만표의 득표활동에 마지막 박
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에 자국의 코모도섬을 세
계7대경관 최종 후보지에서 공식 철회한다 고 불참
을 선언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표독려
활동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폴란드에서는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마수리안 호수 지지를 표명하면서 성직자들에게
편지를 전달, 자국의 투표 활동을 독려하고 있고,
세 명의 폴란드 대통령들이 세계7대자연경관 후
보지인 마수리안 호수의 단합을 위해 N7W재단
이사장 버나드 웨버와 서로 모여 공개적으로 지지
해 달라고 호소했다.
레바논 미셸 술레이만 대통령도 제이타 그로토
를 방문하고 투표를 한 후 국내 및 국외에 거주하
는 레바논 사람들에게 세계7대경관 캠페인에서
자국의 후보에 투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수실오 밤방 유
도요노 대통령이 코모도섬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제이타 그로토를 위해 투표
하는 레바논의 미셸 술레이
만 대통령

최근 페루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이 볼리비아, 브
베네주엘라와 함께 세계7대자연경관 캠페인에서
페루를 대표하는 아마존에 투표를 하기도 했다.

페루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
이 아마존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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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용역 중간보고회서 제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6대

10년 대비 기반 시설 구축

전략 52개 사업에 총 예산 1조5565억원

6대 전략 52개 사업 계획안

이 투자되는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지
역 발전계획안이 마련됐다.

12~ 21년 10년간 1조5565억원 투자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 발전계
획 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과 제

사업, 민군복항항에서 제2산록도로, 중
문관광단지 연결도로 및 용흥마을에서

정부 부처 협의 후 연말 계획 확정

주발전연구원은 최근 용역 중간보고회
를 통해 6대 전략 52개 사업 계획안을
제시했다.

제2산록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
고 관광미항 주변 법환, 대포, 월평 포구
정비, 관광미항과 연계한 전선지중화 사

아시아 최대 크루즈 관광허브

살기좋은 강정마을 조성

월29일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

업, 주변 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도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사업, 강정~

발전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제

용역팀이 제시한 6대 전략사업은 첫

셋째로 살기좋은 강정마을 조성으로

도순~월평마을 순환형 자전거길 조성사

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째 아시아 최대의 크루즈 관광허브 조성

마을 내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강정마을

업, 농 수산물 현지 가공 공장을 건립하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사업으로 크루즈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내부의 장기미집행도로 건설사업, 강정

고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제주 재활전문

5월23일 공포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크루즈 관광미항 면세점 설치, 해양관광

마을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 실개천이

센터, 다기능 통합형 노인종합복지관을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 발전계획

테마 강정항 만들기 크루즈 터미널을 조

흐르는 강정마을 사업, 강정 친환경 에

건립하는 한편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과 제주발

성하고 크루즈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크

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커뮤니

현대화 사업, 휴양림조성 사업, 알뜨르

전연구원은 중간보고서를 통해 강정동

루즈 관광테마거리, 다이버 지원센터,

티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강정

평화대공원 조성, 서귀포 문화예술 인프

일원의 경제적인 활력과 사회적, 생태적

퇴역함을 활용한 함상펜션, 실내형 키즈

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강정동 보건

라 구축, 제주 해양교육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풍요로운 건

(Kids)랜드, 강정 용천수공원, 서귀포

지소 건립, 제주 창의 교육공원을 조성

강 생태도시 건설과 민 군복합형 관광

시 프리미엄 아웃렛 등의 사업을 추진하

하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농어촌

용역팀은 이번 계획이 향후 10년간

미항 주변지역~중문관광단지~혁신도시

게 된다.

공동체 회사 설립, 소비지 모델형 농 수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민 군복합항의

산물 유통 시범마을로 조성키로 했다.

크루즈 관광객 증가, 지역주민의 소득

~서귀포시 지역이 상호 연계된 하나의
도시권 형성으로 지역발전의 상승효과
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 개편 방
안을 제시했다.

창출 기반 마련 및 세계적 민 군복합항

농어촌 소득창출 확대
화합과 공존의 민 군 커뮤니티 조성

의 모델 구축 등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
과는 생산유발 효과 2조2606억원, 부가

둘째로 농어촌 소득창출 전략 사업으

용역팀은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로 미래형 첨단 농업지구 조성을 위해

넷째로 민 군복합항과 연결된 생태파

중심으로 계획권역을 핵심지원지역과

첨단 화훼 과수단지, 국가 아열대과수

크 조성을 위해 범섬 해양공원, 강정천

우선지역 및 연계발전지역 등 3개 권역

시범단지,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제

생태탐방로, 강정천 저류지 조성, 서건도

으로 구분해 권역별 발전구상을 마련

주 특화작물 식물공장, 농작물 비가림시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했는데 핵심지원지역은 대천동 강정마

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융복합 참여형

다섯째로 화합과 공존의 민 군 커뮤

를 마침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보완해

을 일원, 우선지역은 관광미항에서 직

수산단지 조성을 위해 친환경 빌딩형 국

니티 조성을 위해 관광미항 지열발전소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 부처의 협의를

가치 유발효과는 9082억원으로 추정된
다고 예측했다.
한편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
전계획안은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

선거리로 5km이내 지역, 연계발전지

가시범 양식단지, 해양 체험 관광형 바

사업, 민 군 상생프로그램 운영사업, 서

거쳐 올해 말 지역발전계획으로 확정

역은 서귀포시 전역으로 구분해 설정

다목장, 서귀포 외해 가두리 조성사업을

귀포 해군박물관 건설사업, 해군아파트

된다.

했다.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성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문성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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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변화에 맞춰 대중교통 체계 확 바뀐다
버스노선 개편 증차 방안 마련⋯내년 3월 시행 목표
출 퇴근길 도로 정체현상은 제주에서
도 이미 흔한 상황이 됐다.
교통체증의 원인을 살펴보니 자동차
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
면 25만8,248대. 세대 당 1.15대 꼴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여기에다 관광객은 2005년 5백만명
수준에서 작년에는 758만여명으로 50%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른 렌터카도 200
5년 8,133대에서 작년에는 1만3903대
로 70%이상 많아졌다. 전세버스 역시 5
8% 이상 많아졌다.
여기에는 대중교통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도시환경이 지속 변화하고 있는데 20
05년 이후 노선 개편이 전무한 상태다.
대단위 택지 개발지구가 들어서고 아
파트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도 지역간 대
중교통 이용 수혜지역과 낙후지역의 편
차가 크고, 외곽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
들의 등교와 야간시간 등에는 수요를 충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 환
경에 적합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에 나
서기로 했다.

소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 및 증차 방안
이다.
개편 방향을 보면 연북로와 서사로
원노형 운행을 확대하고. 대단위 아파트

소한다는 방안이다.
또 병원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한
마음 병원을 운행하는 버스가 4대로 증
편된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시스템 개편 T/F

지구 노선 신설과 동부지역 공항 경유하

서사로와 원노형, 수근 사수동 노선

팀을 구성하고, 지난 7월 교통시스템 개

며, 야간 자율학습 이후 버스 운행을 통

을 신설하고 동부지역인 함덕과 조천 삼

편 자문 위원회 회의시 제시된 의견 등

해 자가용 수송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

양 화북에서 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을 토대로 학생의 등 하교와 대중교통

을 맞췄다.

했다.

이용 실태 조사 실시, 도민 불편 의견수
렴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최적의 3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달 27
일 2차 자문회의를 열었다.<사진 아래>

우선 통학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서부지역의 일부 시간대 만차 운행을

3노선에 16대를 증편했다. 하귀와 외도

해소하고, 일도지구에서 신제주로 가는

부영, 일고 제주고통학, 탐라중과 사대

통행의 불편을 해소한다.

부중고 중앙여중 이용 노선이다.
현행 50번 버스가 삼화지구~연북로~
노형주공~제주고(2대)에서 삼화지구~

1안-노선 개편 및 증차 방안
첫 번째 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민원해

로 늘린다.
간선노선의 경우 7개 노선에 105대가
5~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지선노선인
경우 9개 노선에 60대가 7~15분 간격으
로 운행한다.
이를 위해 시간대별 버스 전용차로 운
영, 승강장 확충, 버스 외부도색 등도 병
행 추진된다.
이 방안은 무료 환승 확대 등으로 무
료 환승 재정 지원금이 증가될 수 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
해 4노선 10대를 심야에도 운행하도록
했다.

연북로~제주고~노형주공~도평로~외도

시외버스의 경우 일주노선, 한림~장

부영~하귀휴먼시아(6대)로 개편해 하

전~제주 중산간 노선에 3~5대를 증편해

귀와 외도지역의 일고 통학 불편을 줄이

통학시 만차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고, 신제주지역 탐라중 통합 불편을 해

줄이고, 속도는 시간당 21.7㎞에서 25㎞

이 방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수 있

3안-시내 외 버스 준공영제
세 번째 안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 운영체제를 자치단체에서 개입해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어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지

행정에서는 노선권과 수익금 관리 및

만 차량 구입과 운영에 따른 버스업체

손실 보전 등을 맡고, 업체에서는 인력

재정부담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관리와 회사경영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2안-간선 지선 노선 체계 개편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방안은 버스에 대한 공공성은 증대
되나 재정 지원금이 1.2~10배 가량 증가

두 번째로 제시된 안은 시내버스의
간선 지선 노선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
안이다.

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 부
담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제시된 3가

이 안은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버스 신

지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빠른 교통편의

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행버스로 운행

를 위해 1안을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하고 보조간선 도로에 지선버스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2안과 3안의 방안도

환승해 거점까지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운행간격을 현행 24분에서 10분으로

문의 : 도교통항공과 7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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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 최고
4개 분야 가 등급 역대 최고, 인센티브 30억
제주특별자치도가 2011 지자체 국정
시책 합동평가 결과 4개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티브 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행이후 역
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그 동안 제주자치도는 자체평가시스템

6월까지 실시된 평가에서 제주특별자

구축 운영과 부진지표 대상 관련 전문가

치도는 평가대상 9개 분야 중 사회복

초청 컨설팅, BSC(종합성과관리) 조직

사회복지는 3회 연속 가 등급이라
는 기록을 세웠고, 보건위생분야는 합
동평가 시행 이후 다 등급을 연속 받

진 지표에 대해 집중분석 및 개선 방안
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실적부진지표에 대한 세부

다가 이번에 최고 등급을 받으며 괄목

컨설팅,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관계자

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초청 특강, 성과 인센티브 제도 보완

제주자치도는 내년 합동평가도 적

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문화관광 4개

평가시 평가실적 반영, 관련공무원 합동

극 대응해 도 관련부서와 행정시를 대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재정인센

워크숍 개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상으로 추진실적 중간점검과 실적부

비상품감귤 강력 차단해 가격 지킨다
3일 가격유지 대책회의 개최⋯단계별 출하조절 방안 협의

등 내년도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
갈 방침이다.
문의 : 도정책기획관실 710-3081

제2회 스마트그리드데이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선도지
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좋은 가격으로 거래되던 감귤이 11월

그러나 11월 들면서 전국 주요도시 9

스마트그리드데이 2주년을 기념

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긴급 대

개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10kg 상자당 1

하기 위한 행사가 지난 1일부터

책회의가 열렸다.

만1000원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틀간 제주도 전역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는 3

감귤출하연합회는 이같은 감귤 하락의

1일 스마트그리드 종합홍보관

일 긴급 가격유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주 원인으로 극조생 감귤 출하가 끝나감에

에서 기념식이 열렸고, 스마트그

이날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도와

따라 품질이 좋지 않은 2차 수확감귤이 출

리드 선도도시 및 기업세미나,

행정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들이

하되고 있고, 일부 푸른빛이 도는 조생감

실증단지 투어 등도 개최됐다.

모여 긴급회동을 갖고 현재의 가격형

귤이 신맛이 많아 소비자들이 다른 과일로

성 진단과 앞으로 가격 유지대책을 논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의 : 도스마트그리드과 710-4413

특히 껍질이 얇은 극조생 감귤인 경우

의했다.
올해산 극조생 감귤 가격은 출하일자를

최대 30%까지 부패과가 발생되고 있는

가격지지 단계별 출하조절 방안도 협

농가자율에 맡기면서 지난 9월 29일 첫 출

경우도 있어 거래가 저조하다는 것도 한

의하고, 비상품감귤의 도외 출하와 유통

하가 이뤄진 후 10월 한달 내내 10kg상자

원인으로 꼽고 있다.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더욱 강력히 전
개하기로 했다.

우수인재 견습직원 선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대학

의 우수인재를 추천받아 1년간

당 평균 경락가는 1만6280원으로 감귤생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덜

산량이 적었던 지난해 1만5499원보다 오

익은 조생감귤 출하행위를 철저히 자제

특히 내년 2월까지 유기적인 협력체계

히려 781원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하고 고품질 조생온주 출하 유도에 나서

를 구축해 적정가격유지를 위한 유통대책

기로 했다.

을 정례화하고, 10kg 상자당 9000원대

이번에 선발 예정인원은 4명

이는 지난 8월 이후 일조량이 많아 당

견습 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
는 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비상품감귤에

현재 남아있는 극조생 감귤에 대한 철

이하로 하락할 경우 회원기관단체별 출하

으로 대학별로 우수인재를 이달

대한 단속강화, 극조생 출하량 조절이

저한 선별과 선과로 부패과와 저급품 감

량 감축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말까지 추천받아 필기시험과 면

한 몫을 했다.

귤 출하차단을 강력 선도한다는 것이다.

문의 : 감귤출하연합회 749-2015

접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대상은 전문대학까

깨끗한 올레길 책임집니다
145개 기관 단체 참어 코스별 관리책임제 시행
간에 대해 145개 기관 단체가 코스별로
책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주올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도 단위 기관은 올레 코스 단위로 지

해 제주올레 24개 코스 약 400㎞ 전 구

정하고, 각 코스 내 구간별로 세분화해
읍면동 마을단위 자생단체를 지정했다.
도 단위 기관은 지난 4일 1차 실무협
의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고, 읍

가진 우수인재 선발이 기대된다.
문의 :도총무과 710-6211

도로명주소 홍보달력 배부

업도 벌이게 된다.
또 화살표와 리본 등 안내시설과 탐방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명주

로 훼손 여부를 모니터링 해 행정기관에

소 홍보내용을 담은 내년도 달

정보도 제공한다.

력을 5000부 제작해 보급하고

기관 홈페이지에는 담당 제주올레를
링크하는 등 홍보 및 올레행사에 적극
참여해 가이드 역할도 맡게 된다.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주민등록 등
903종의 민원업무가 기존 토지

면동단위 단체는 오는 8일 이전 행정시

특히 오는 9일부터 2011 올레걷기

지번 주소 체계에서 새 도로명주

장이 자율적으로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행사 가 개최됨에 따라 이에 앞서 올레

소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

발대식을 갖는다.

전 구간에서 15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조기 정

지정된 기관 단체들은 앞으로 월 1회
이상 관리구간에 대해 환경정화를 실시
하고, 풀베기와 야생화 심기 등 이색사

제주올레, 일제 환경정비 정화의 날 을
실시할 계획이다.

착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문의 : 도건축지적과 710-2491

문의 : 도환경자산보전과 710-6071

YK

도내 기관 단체들이 힘을 합쳐 깨끗하
고 정감있는 제주올레길 관리에 나선다.

지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재능을

CM

CM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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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진단 T/F팀

일자리박람회 실적 좋네~

2011 재정진단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합동 T/F팀(팀

129명 현장 채용, 404명 면접 통과

장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이 올해 재정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T/F팀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자체수
입 평균 증가율은 2.7%에 그쳤지만 인력
운영비,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등 법
정 필수경비는 7.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24.9%로 전국 51.9%
에 비해 낮고, 자체사업 비중도 29.6%
로 전국 40.4%에 비해 낮았다.
자체사업 재원을 12년부터 15년까
지 전망해본 결과 09년부터 11년까지
1000억원 감소했으나 12년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2850억원으로 예측했다. 이
후 13년은 3242억원, 14년 3334억원
15년 3354억원으로 전망된다.
자체세입의 경우 4년간 평균 6.06%
증가하고, 세출의 경우 법정필수경비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증한 것이다.

4년간 평균 6.15% 증가가 예상된다.

으로 진행됐던 2011 일자리박람회가

그리고 1차 면접 통과자도 404명으로

내년부터 세출을 줄이기 위해 신규 시

구직자들에게 한층 다가서기 위한 노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설물 도입시 총량제 도입, 기존 시설물

력 덕인지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기업은

은 정밀 경영진단을 통해 운영방식 개선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 △신한관광개발 △

올해 일자리박람회는 지난 9월 5일

백록다원영농조합법인 △(주)정아트

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 온라인 박람

피아 △그랜드 호텔 등 16개 업체에서

회는 물론 지난달 28일 한라체육관에

116명을 채용했다.

서 최대규모로 박람회를 개최했다.

에도 나선다.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민간보
조금의 개혁도 지속된다.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매뉴얼에 따

또 도외기업으로는 △나사렛국제

라 수익자부담을 강화해 연간 100억원

이날 일자리박람회에는 도내 60개

병원 △정풍개발 등 3개 업체에서 13

대를 절감하고 올해 도입된 민간보조사

기업과 도외 30개 기업, 간접업체 등

명의 채용을 확정했고, 대기업인 △현

업 성과평가제를 반영해 내년 민간보조

120개 업체가 참여했다.

대중공업 △블랙야크 △LG이노텍을

금도 등급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4700여명
의 구직자들이 찾았다.

포함한 21개 기업체가 참여해 1차 면

지방채무는 1000억원 미만 및 지방채

접으로 112명을 통과시켰다.

발행을 원칙으로 내년 600억원, 13년 5

구직자들은 기존보다 많은 기업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급 취업

이 참여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

지원기관과 직업체험 기관들이 참여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장에서 1차

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 취업 창업정보, 직업, 기술정보관

면접을 통과한 404명에 대해서도 향

T/F팀은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

이날 현장에서는 893명이 면접에

이 운영되면서 2000여명이 찾았고,

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빠짐없이

충하기 위해 역외세원 지속 확충, 지방

참여했다. 그 중 129명이 실제 채용으

이미용관과 바리스타관, 무료 사진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세 체납액 징수 확대, 상하수도 요금 현

로 이어졌다.

지문인식 적성관 등에도 이용자들이

나갈 방침이다.

실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처리비

전년도 38명에 비하면 3배 넘게 급

몰렸다.

48억원, 14년 654억원, 15년 783억원

문의 : 도경제정책과 710-4440

수준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면 유료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도예산담당관실 710-2486

채용내용

모집인원

1

(주)네추럴파크리조트 주방장
및 조리사

2

제주특별자치도청지방공무원 사
회복지9급

10명

3

혜성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4

세븐일레븐물류센터 정직원

5

소인국테마파크 영업부, 판매팀,
시설부, 경리부

6

상상조경(주) 경리직

업무내용
조식, 석식준비 및 성인
단체 연회행사 준비

명

보육교사

자격요건

접수방법

접수마감

한식조리기능사또는양식조리기능사자격증소지자

이메일접수(mjm2007@naver.
com),팩스접수(796-6223)

11/15까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인터넷접수(http://local.gosi.
11/8~11/10까지
go.kr)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직접 방문접수

09:30~19:00,13:00~ 편의점 납품상품 피킹업무 고졸이상 / 나이24세부터30세까지 / 남 여 각1명남성분
남/여 각1명
22:00격주로테이션 /현장관리및입출고검수 은 차량소지자만 가능 / 신제주거주자 우선채용
명

용모단정, 운전가능자 우대

1명

7

제주Y신용협동조합금융사무원

명

8

명

10

(주)한송산업비서및사무보조원
한라신용협동조합신규직 및
경력직
용궁어린이집보육교사

1명

11

영농조합법인제주동원영업,배송 직

남 2명

9

근무시간

08:00~18:00

이메일접수(redfox0613@naver
.com)
내사지원,이메일접수(soingook
@soingook.com)

경리

컴퓨터활용가능자,전산회계(더존프로그램)활용가능자

직접 방문접수

창구 및 출납사무

1)19세이상부터만29세까지2)고등학교이상학력소유자
3)자동차2종이상면허증소지자우대
4)각종자격증소지자우대

내사지원,이메일접수(cu11034@
cu.co.kr)

796-8191

채용시까지

면접 후 결정

742-3892

채용시까지

연봉 1,400~1,600만원

749-9923

채용시까지

면접 후 결정

794-5400

채용시까지
11/7까지

11/18일까지

08:30~18:00
07:00~17:00

영업,배송 관련

직접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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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홈페이지

연봉 1,500~1,800만원

내사지원
1)성별무관(남자는병역필또는면제자) 2)고졸이상학력자로
내사지원
서 운전면허소지자 3)연령제한 없음 4)금융기관경력자우대
5~6세 혼합반/영아반 보육
직접 방문접수

명

경리 및 사무

급여수준/복리후생

채용시까지

기타

722-3134
연봉1,200~1,500만원4대보험,주5일
근무,차량유지비지원, 중식비지원

755-1501
794-4511

채용시까지

연봉 1,800~2,100만원
연봉3,000만원이상, 4대보험,주5일근
무,상여금및성과금
130만원 (실수령액)

채용시까지

130만원(+특별수당,영업수당)

782-5522

757-7171
756-2335

<자료제공 및 문의 도경제정책과 7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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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탐라문화광장 최종 용역보고회서 기본 구상 제안
여 있는 여섯 개 지역에 소규모 광장이

구도심을 되살리자

산지천 광장 일대 5만㎡ 규모로 조성 제안

라고 볼 수 있는 각각의 테마정원을 조

역사문화, 수변공간, 쇼핑 먹거리 등 연계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급속한 변화를 겪은 우리나라에

여섯 테마는 각각 쇠(金), 달(月), 풀

서 구도심은 어느 도시이건 예외 없이

탐라문화광장 중심 6개의 테마정원 연결

(草), 물(水), 바람(風), 돌(石)로서

구도심 혹은 원도심이라는 문제는 어
느 도시에나 존재한다.

급속한 공동화라는 과정을 겪었다.

성하여 각 테마정원마다 독창적인 공간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세계인이

그러나 제주시의 구도심이 겪은 변화

공감할 수 있는 상징들을 표현한다.

는 특별하다.

또한 산지천 동쪽으로 바닷가에서 동

항구라는 대외적인 교통의 요충지, 내

문시장으로 이어지는 약 450미터의 거

부적인 교통망의 중심, 행정, 상권, 주거

리에는 세계음식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등 모든 면에서 한 섬의 중심 역할

세계 각국의 대표적 음식을 체험할 수

을 하던 제주 구도심은 그 모든 역할을

있는 테마음식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

급속하게 잃어버리면서 제주의 구도심

하고, 맞은편 거리에는 탐라문화광장과

은 다른 어느 도시의 구도심보다도 침체

테마정원을 둘러싼 카페거리를 조성한

되고 낙후되었다.

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구도심 문제는 단지
해당 지역 거주민과 상인만의 경제적인

해외사례 주민의견 수렴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용역팀은 제주

축적되어온 지역의 문화와 역사, 공동의

도가 제시한 기본적인 방향을 기본으로

기억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구도심의 황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

폐화는 전 제주도 차원의 커다란 손실이

국자치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 보고

라고도 할 수 있겠다.

서를 바탕으로 했으며, 제주시 구도심

하나의 대형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집

안을 마련하였으며, 기본구상안 단계에

고 국내외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구상

산지천 복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

지역에 5만㎡규모로 쇼핑과 공연관람,

중하는 일반적인 개발계획과는 달리 탐

서 정확한 예산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토

업, 제주목관아 복원사업 등 그 동안 국

외식 등이 가능한 야간 관광 중심지를

라문화광장을 중심으로 6개의 테마정원

지매입비를 포함해 최소 약 350~400억

지적으로 진행된 몇몇 사업들이 성과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연결되도록 배치한다는 점에서 새로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운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혔다.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와 쇼핑을 즐
길 수 있는 야간관광 중심지로 구도심을

독창적인 공간이미지 부여

되살리자는 취지의 가칭 탐라문화광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탐라문화광장은 제주도의 신화를

이번 기본구상안을 통해 탐라문화광
장 사업은 이제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기본 구상안은 탐라문화광장 후

상징적으로 담아내어 제주의 문화정체

예산문제, 민자유치 문제, 지속적인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본부장 박용

보지였던 산지천 광장, 탑동 광장, 관덕

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메인광장으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문제 등 가야할

현)는 지난 10월 18일 지역주민들을 대

정 광장 중에 산지천 광장을 최종후보지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길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 탐라문화

상으로 탐라문화광장 조성 기본구상 주

로 선정하였다.

민설명회 를 개최하여 그 기본계획을 공
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본계획은 ㈜우주엔지니어링과 한

역사문화와 수변공간을 연계한 관광
명소화가 가능하며, 구도심 상권 회복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높은

이에 따라 조성되는 조형물이나 건축

광장 기본구상안을 시작으로 장기적이

물 역시 제주신화 테마와 연계해 디자인

고 체계적인 구도심 재생의 막이 오르길

할 것을 제안했다.

기대해보자.

이와 연계해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모

<박범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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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혜자 기획전
한국 서양화단을 대표하는 재불작가

이후 서울대 미대에 진학한 뒤 61년

빛이 작품 표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방혜자 화백의 기획전이 돌문화공원에

프랑스로 간 방 화백은 가족과 고국으로

것은 아니다. 빛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서 열리고 있다.

부터 단절, 내적 혁명을 경험하게 되면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
군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 전시
회는 빛에서 빛으로 란 이름으로 내년 4
월 1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1937년 서울 출생인 방혜자 화백은

서 줄곧 빛의 세계를 일관되게 탐색해
오고 있다.

한지와 부직포, 흙과 광물성 천연안
료, 식물성 염료 등 재료가 갖고 있는 고

생애 내내 자기 내면에 빛을 탄생시키

유한 물성을 토대로 단순 회화에 그치지

고 그 빛으로 화폭을 키워가려는 일념으

않고 다양한 형태의 설치 작업까지 구현

로 작업하고 있는 것이다.

했다.

중학교 입학 후 터진 6 25전쟁을 겪으

이번 전시회는 빛의 화가 방혜자 화

빛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다양하게 표

며 암울한 시대의 깊은 고통이 빛에

업(畵業) 인생 50년을 회고하는 자리인

현되는 작가의 빛의 서사에 관한 작업이

대한 그리움을 가속화하는 배경이 되

만큼, 화백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작품

그대로 드러난다.

었다.

89점이 전시된다.

특히, 전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에
는 프랑스 시인이자 평론가인 샤를르 쥘
리에의 시낭독에 이어 프랑스 다큐멘터
리 작가인 필립몽셀이 지난 6월 제작한
다큐멘터리 <방혜자-빛의노래>를 선보
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예회관 대극장
일 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11. 5(토)
19:30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010-4696-0273
무료

11. 6(일)
19:30

천태종문강사 대웅전 건립기원
문강사합창단 창단 연주회

011-9269-1614
무료

11. 7(월)
19:30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제5
회 정기연주회

010-2008-3951
무료

11. 8(화)
19:30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
단 제38회 정기연주회

064-760-2486
무료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588-2364
1층 5만원/2층 4만원

11.11(금)
20:00
11.12(토)
16:00/19:00
11. 13(일)
16:00
11. 15(화)
19:00
11.19(토)
19:00
11.21(월)
18:00
11.22(화)
19:30
11.23(수)
19:30
11.24(목)
18:00
11.25(금)
19:30
11.26(토)
19:30
11.27(일)
19:30
11.30(수)
19:30

방 화백은 작은 빛 한 점을 그리는 것
은 사랑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방혜자 화백의 빛에서 빛으로 전
은 동시대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격
미술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빛의 춤, 부직포에 자연채색

하늘과 땅, 부직포에 자연채색

문의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710-7486

국립국악학교 학생들의
02-3497-0985
너영나영 흥겨운 한마당
무료
한라윈드앙상블
010-6798-1155
제주-대구 친선 교류 연주회 일반 5천원/학생 1천원
064-712-7180
제주이어도투어 음악 공연
무료
064-754-2790
제28회 제주대학교 정기연주회
무료
제주 YMCA 유스오케스트라
010-9989-5539
제23회 정기연주회
무료
064-712-7180
제주이어도투어 음악 공연
무료
솔렘남성중창단 제13회 정기연
010-3062-8234
주회
무료
1544-1555
결식아동돕기 M4 콘서트
010-7140-4408
전석 5만원
돌체우먼코러스
010-8802-9425
제7회 정기연주회
무료
제주신포니에타
010-7447-4664
제10회 정기연주회 추억
무료

문예회관 소극장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11. 3(목)~ 4(금)
02-2654-6854
10:10/11:10
유럽 전통마리오네트
일반 1만5천원 / 할인 1
목각인형 콘서트
11.5(토)~ 6(일)
만2천원 / 단체 1만원
12:00/14:00/16:00
11.12(토)
010-9411-4691
유란희음악학원 향상 음악회
13:00
무료
11.17(목)
인형극
064-702-0295
10:00/11:00
무료
늑대와 아기돼지 삼형제
11.19(토)
010-8912-6741
머큐리의 만담
16:00/19:00
전석 1만원
11.20(일)
16:00/19:00
로맨틱코미디극
010-7918-7518
일반 2만원
내가 사랑한다니까!
11.21(월) ~ 23
(수) 19:30
11.25(금)
18:30
11.26(토)
14:30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클래식기타 정기연주회
2011 제주신인음악회 오디션

11.27(일) ~ 28
(월) 19:00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는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 1813-1901)의 대
표작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연된 유

럽 오페라이기도 하다.
1948년 명동 시공관에서 춘희 란 이
름으로 초연됐다.
이 라 트라비아타 가 오는 11일 오후

연된다.
라 트라비아타 는 길을 벗어난 타락
한 여인 이란 뜻으로 여주인공 비올레타

11. 5(토)~
11. 10(목)
11.11(금)~
11.15(화)
11.16(수)~
11.21(월)

프랑스 파리 사교계의 고급 창녀 비올

치도립교향악단의 콘서트 오페라로 공

레타가 귀족 청년 알프레도를 사랑하지
만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의 곁을 떠나
괴로워하다가 결국 폐렴으로 죽는다는
비극적인 내용이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는 축배의

이동호의 지휘, 김정희 제주대학교 교
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 오페
라는 비올레타 역에 김지은과 박민정, 알
프레도 역에 신용훈과 김신규, 제르몽에
이영효, 플로라에 이은진, 안니나에 김
은영, 가스통에 김홍주 등이 출연한다.
보이스 앙상블이 합창하고 합창지도
는 박근표, 연출은 장호진이 맡았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도립제주교향악단 공연 자료사진

728-3292

주최 및 연락처

서예가 고창부
010-6397-1199
제8회 제주시각디자인협회전
제주시각디자인협회
(디자인)
010-5690-7042
제7회 한국서각협회
한국서각협회제주도지회
제주도지회전(서각)
011-697-6555
제주대학교산업디자인학부
11.22(화)~ 제주대학교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
멀티미디어전공
11.26(토) 디어디자인 전공과제전(디자인)
064-754-3720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
11.27(일)~
제50회 탐라문화제
자치도지협의회
12. 1(목) 전국 사진 공모 입상 작품전(사진)
064-753-3287
고창부 서예 개인전(서예)

제2 전시실
일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11. 5(토) ~
11. 10(목)
11.11(금) ~
11.16(수)
11.17(목) ~
11.22(화)
11.23(수) ~
11.27(일)

제3회 홍다슬 개인전
(서양화)

양화가 홍다슬
010-9344-5150
박지혜
010-6789-1944
한국화가 장여진
010-3639-0734
제주카메라클럽
010-4645-9181

11.28(월) ~
12. 1(목)

박지혜 개인전(공예)
제3회 장여진 개인전(한국화)
제70회 제주카메라클럽 회원전
(사진)
제37회 한라사우회전(사진)

한라사우회
010-2691-5727

제주아트센터

노래 , 프로벤자 네 고향으로 , 알프레
도 그대 등의 아리아가 유명하다.

064-721-4967 / 010-91
32-7929 전석 1만원

공연명

를 칭하는 말이다.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제주특별자

소리판 굿!
펠롱! 펠롱! 펠롱도채비!

제1 전시실
일시

도립제주교향악단 이달 11일 아트센터서 공연

010-9482-4566
무료
010-2804-2808
무료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11. 4(금)
11:00 / 13:30
010-2126-2019
11. 5(토)
어린이뮤지컬 알라딘
인터파크1층 4만원
14:00 / 16:30
/ 2층 2만원
11. 6(일) 11:00
/ 14:00 / 16:30
11.11(금)
제주특별자치도립교향악단 콘서트 064-728-3292~4
19:30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무료
11.12(토)
제7회 박윤희의 인샬라벨리댄스
064-722-1980
19:00
정기콘서트
전석 1만원
11.15(화)
19:00

레 프레르 PIANO SPATIAL

11.19(토) ~ 20
(일) 14:00 / 16:
30

어린이뮤지컬 구름빵

11.23(수)
19:30

제6회 백혈병 소아암 환아 및
불우아동돕기 러브콘서트

064-710-9527 / 064-71
0-9555 무 료
1544-7579
티켓포유 / 인터파크
1층 R석 3만5천원/
2층 S석 3만원
064-753-3703
전석 5만원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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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를 국가사적 제380호로 지정 보호 관
「다이내믹제주」에서는 유네스코에 목심

랑 랑

던듸

이르게 뒈엇수다. 역 의 정체성이 살아
져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엇어 관계

제주목관아! 제주의 정치 행정 문화

기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난 발

의 중심지가 뒈엇던 듸우다. 조선시대

굴 고증 과정을 거

지방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관아는

덜

이미 상고적부터 천년왕국 탐라의 통치

복원 는 것이 좋덴

난 복원에 들어가게

거라 마씸.

종합적 계획을 마련 여 미래지향적

제 ) 바로 재건역사(再建役事)를 시작

방향을 제시 고 제주역 의 정체성 확

여서마씸. 그 후제 조선시대 내내 증

립에 온 힘을 쏟고 잇수다.

집중적으로 훼철되어 그 흔적을 볼 수가

수성 이해 및 역

엇어 아쉬움을 냉겨 놔불엇수다.

잡아가는 중이우다.

물, 유적, 유구가 발굴뒈고 관아의 중요

추정뒈 온듸라 마씸.

시설인 동헌과 내아건물 등의 셧던 자리
수 잇엇수다. 고대로

의 면면이 잇어져 오단 일제 강점기를

부터 현대에 이르기

맞으면서 무자비 게 부수고 허물고 훼

활을

철뒈멍 형태를 알아볼 수 엇인 지경에

서는 문화재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

딱 탕 엇어져버린 ) 후

개축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제강점기 때

所), 목관아 시설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

와 규모를 확인

관아시설은 1434년(世宗 16) 관부의
화재로 건물이

아가고 잇어마씸. 관계기관에

게

뒈어신디 이듸서

지 훈훈한 역

체성을

라가지 가치 있는 유

1990년대에 들어왕 발굴조사를

세력들이 치소(治所), 성주처소(星主處

이 곳에서 조선조 말

아가고 잇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가멍 역 의 정

웨방 사름덜 하영 보레 가
중심역활

정체성

제주목관아는 관람객들에게 친숙

위해 3월부터 제주어로 된 기사를 기획, 연재하고 있다

제주역

역

리 고 잇수다.

언어 로 지정된 제주어를 보전하기

지 제주의 중심역

라 문화층이 확인뒈엇인디, 세

던 듸였으며 조선시대 제주목

종 때 한성판윤을 지낸 고득종(高得宗)

관아터 임이 밝혀져 1993년에는 이 일

의 홍화각기에 나타난 관아 중심건물 홍
화각, 연희각, 우련당, 귤림당 등의 건물

치자(治者), 성주처소(星主處所)로 추
정뒈는듸, 목사의 제위전에
으멍 들으멍 이와기 )
끗이 )

까가젠 )

씩 연 등따리에

난

이 줄락

나불어신게 마씸.
사발

들이싸보곡, 과원 귤낭 가쟁이에 노리롱

아내게 뒈엇젠 마씸.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초석, 기단석
고, 고득종의 홍화각기,

게 익어가멍

랑 랑 매 린 귤 나

탕 먹어도 보멍 잇날 생활소곱더레 들어

탐라순력도와 탐라방영총람 등 당대의

강 이와기도 나누곡 건불리멍

문헌 및 고고학, 향토사 관련 전문가 등

게마씸. 경

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관아지 복원 계

시난

획을 설계 게

아 강 걸

저 낭 그늘에 안장 산물도 )

이 셧던듸와 유구가 확인뒈고 유물도

등을 토대로

체험교육장으로 자리

천년왕국 탐라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1991년부터 수년 동안 발굴조사를
여보난, 상고적 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지의

경 고 다른 듸와 벨난 제주문화의 특

드령 가

들지 맙서! 집이 가차운듸

금 어둑엉 가도

니다게.

거 아니우꽈?

이 설계를 바탕으로 제주 역 의 정체
성을 도루

각 주설명

는 복원사업은 드디어 199

9년에 공사를 시작 게 뒈엇수다.
이 때 제주시민덜은 복원에 필요

1) 없어져버린
2) 후에

기

3) 힘을

와 5만여장 전량을 내놓앙 심을 ) 보태
연 민관이 합심

대장정의 공사는 2002

년에 완료되어 관아의 잇날 모양을 도루
아 요세옌 웨방서 온 사름덜영 제주사
름덜영 하영덜 보레감서 마씸.

4)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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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아 말(문장)을 만들
어 가려고
6) 땀샘
7) 솟아나는 물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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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을

11

제주시 서귀포시 살기좋은도시 선정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2011 제15회

26개국 77개 도시가 참여해 영상물 상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 에서 각각 은상

영과 프리젠테이션 발표, 질의응답 등이

과 금상을 수상했다.

이뤄졌다.

이 대회는 UN산하 UNEP(UN환경

제주시는 현대와 공존하는 탐라 천년

계획)에서 공인한 대회로 영국 소재 민

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간법인 LiveCom Awards가 주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적 선도도시, 시

서울시 송파구가 주관해 지난달 27일부

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생태도시 등을 강

터 31일까지 열렸다.

조하며 심사위원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매년 전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이

은상을 수상했다.<사진 왼쪽>

대회는 각 나라의 도시환경과 조경, 문

서귀포시는 프로젝트 분야에서 자연

축 건설 등 3개 분야로 나눠 경연이 이

과 인간이 공존하는 수범사례로 선정된

화, 삶의 질 등의 혁신적 모범사례를 발

그 이상의 디자인은 없다. 제주올레 로

뤄졌고, 서귀포시는 자연 분야에서 제

것이다.

최고인 금상을 수상했다.<사진 오른쪽>

주올레 가 기존 개발위주의 틀을 깨고

표하고 이를 심사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결선에 진출한

프로젝트 분야는 자연과 사회경제, 건

자연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을 통해 자연

문의 : 제주시 기획예산과 728-221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911

가파도 선정

도, 명예도민 초청 우정의 날 개최

돼 있어 봄철 넘실거리는 청보리 물결은

제주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이달 9일 서울서

감탄을 금치 한다.
또 손에 잡힐 듯한 한라산과 금빛 억

수도권 지역 명예도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세계지질공원인증, 돼지고기 수출 등 제

새, 갯바위에서는 벵에돔과 감성돔이 낚

주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꾼들을 유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 서울 소

제주자치도는 이날 행사에서 민선5기

공동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명예도민 80

도정의 역점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파도치면 바다에 잠길 듯 납작 엎드린

여명을 초청해 명예제주특별자치도민

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제주발전에

섬, 가파도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우정의 날 행사를 갖는다.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가파도에는 상동마을과 하동마을이

2011 11월, 이달의 어촌 으로 선정됐다.

있고, 올레길도 조성돼 있다.
먹을거리로는 보말칼국수와 용궁정식,
벵에돔회, 해물모듬회가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이명수, 유인태,

이번 행사는 열악한 도세를 극복해 나

가파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인돌

농림수산식품부는 가파도를 홈페이지

김윤식 등 전 현직 국회의원과 민동석

가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

등 특색 있는 선사문화자원이 그대로 보

와 바다여행 포털에 게재하고, 홍보포스

외교통상부 제2차관 등 전 현직 고위공

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발전에 많은 도움

존되어 있고, 특히 다른 품종보다 두 배

터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중점 홍보하

무원, 주상길 제주항공 대표이사, 김태옥

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 자라는 청보리가 18만평 정도 조성

고 있다.

시호그룹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지원,
WCC유치, 면세점 지정, 태풍센터 설립,

중문동

문의 : 도해양개발과 710-8670

한편 명예도민은 지난 71년부터 지금
까지 도외인 865명, 해외동포 21명, 외국
인 74명 등 모두 96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문의 : 도자치행정과 710-6831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위한 막바지 총력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중문동(동장 김곤성)은 올해 결혼이
민자 고향방문 프로젝트사업 대상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양

네리글리자메엠(회수동)씨를 선정, 고

성언)은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

향방문 기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네리

정 투표마감을 앞두고 제주 교육가

글리자메엠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6

족의 투혼을 담은 Eleven-vote

15일 동안 지내게 된다.

일 고향인 필리핀 다비오로 출국해 14박

<오봉근 중문동 명예기자>

운동 을 전개하고 있다.
Eleven-vote 운동 은 투표 마감

한마음 워크숍

성산읍

문화동아리 한마당

일까지 기관장을 중심으로 도내 교육
기관의 모든 교직원들이 매일 11회 이

연경관 선정 홍보를 위해 전국 교육

상 전화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교

가족 500만 명 투표 달성을 위해 꾸

장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준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학생들과 함께 인터넷, 전화투표 등
막바지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2월 전국 시 도
교육감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찾

특히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아가는 현장지원단 을 구성해 전국

시간을 활용해 인터넷과 동영상 투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표 등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려하고 있다.

이도1동주민센터(동장 전여춘)와 이

성산읍(읍장 고주영)은 지난달 25일

도1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창기)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5회 성산읍 문

이미 각급 학교별로 투표 참여는 물

또한 지난 9월 20일에는 투표 마

는 지난달 29일 주민자치위원, 각 자생

화동아리 한마당 축제 를 개최하여 민속

론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감 50여일을 앞두고 전국 시 도교육

단체회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

보존회의 길트기, 해녀 노 젓는 소리, 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1년

청 부교육감을 초청, 제주-세계7대

운데 소통과 화합을 위한 주민 한마음

후리는 소리, 댄스, 기공, 난타, 에어로빅,

도 제주교육 특색과제인 세계 자연

자연경관 선정 도전 홍보대사로 위

워크숍 을 열고 사람이 살기 좋은 이도1

부채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박물관-제주 지킴이 운동 의 일환으

촉하기도 했다.

동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이 화합되는 시간을 마련했다.

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세계7대자

<이경선 이도1동 명예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고기봉 성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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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기원, 제4회 산지천燈축제
이달 5~10일⋯산지천 일원서
등(燈) 쿠키 비누만들기 체험행사 열려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 종료일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일도1동 주

로 5일(토) 저녁 6시 개막점등식을
갖는다.

민센터(동장 문영희)와 산지천燈축

이번 등축제는 N7W 선정기원 燈전

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삼권)는 제

시 , 희망의 빛 터널 , 소망의 등 및 소

주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마지막까지

지달기 를 주테마로 6일간 제주시 도

이어가기 위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심을 환하게 밝힐 계획이다.

을 기원하는 제4회 산지천燈축제를
마련했다.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산지천

특히, 7대경관 투표 막판 스퍼트 및
열기확산을 위해 등 쿠키 천연방향

참여자를 대상으로 김치냉장고 등 푸

도 김치냉장고 1대를 경품으로 제공할

제 비누 화장품 만들기, 페이스페인

짐한 경품을 마련했다.

계획이다.

일원에서 열리는 등(燈)축제는 희

팅 무료 체험을 비롯, 무제한 투표(50

경품은 6일간 계속 행운권 추첨을

망 믿음 축복 등불의 향연 을 주제

0원 동전투표 1회에 행운권 1장 증정)

통해 나눠주며 노래자랑 우승자에게

문의 : 제주시 일도1동 728-4411
<제주시 공보과>

제주시민 10명 중 1명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
9월말 현재 4만4574명 활동 중 40대 가장 많아
인구 42만 여명인 제주시의 관

명이 참여하고 있고, 초 중 고 학생

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

층인 10대도 8879명으로 꾸준히 증

사자수가 9월말 현재 4만4574명으

가 추세이다.

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말 4만2000명에서
올 들어 2574명이 증가한 것이고,
2009년 말 3만4512명에 비해서는
1만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시민 10명당 1명 이상이 자
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

제주시 수출지원시책 기업 호응도 높아
46개 수출업체 참가 신청, 업체당 연간 100만원 지원

추진하고 있는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

까지 5개 업체이며 앞으로 2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

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며, 우수봉사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것으로 파악됐다.

는 인증제와 표창 등을 실시할 예정

연령대로 볼 때 40대가 1만639명
6050명, 노령인 60대 이상도 4740

기업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이어 등 100여 개 사가 참가하는 트레

났다.

이드코리아(Tradekorea) 2011 프리

할 방침이다.

인하고 업체당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
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시책에 46개 수출업체가
참가 신청한 가운데 지난 9월 한 달 동안

문의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728
-2510

이밖에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역 박
설치비와 운송비, 항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본 시책이 관내 기업들의

며, 연말까지 계속 이용신청이 이어질

실질적인 수출증가 요인이 될 수 있도

전망이다.

록 내년에는 더욱 확대 실시해 나갈 방

료를 200만원까지 지원한 기업은 지금

이다.

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스

16개 업체가 200만원 상당을 이용했으

해외바이어 초청에 따른 국내외 항공

이를 위해 시는 퇴직자 청년층 봉

236명으로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

으로 가장 많고, 50대 8670명, 30대

체결, 지난 9월 1일부터 요금의 9%를 할

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에 순회 봉사담당교육을 통해 젊은

또 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

기업을 참가시켜 수출상담 계약을 지원

위해 연중 범시민자원봉사 참여 분

개이며, 남자 1만9338명, 여자 2만5

울 COEX에서 글로벌 초대형 유통 바

플 국제특송 우편요금 할인 업무협약을

동체문화와 나눔 자원봉사 생활화를

사대로서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참가 지원 등의 수출지원시책에 대한

미엄 전문무역상담회 에 관내 10개 수출

제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공

학교 기업 등 봉사활동단체는 504

송,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무역 박람회

시는 제주지방우정청과 수출상품 샘

것으로 보고 있다.

침이다.
문의 : 제주시 지역경제과 728-2811

YK

제주시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4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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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별미 방어, 단백질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양문화축제로

방어는 겨울철 제주도의 대표적인 횟

자리매김하고 있는 최남단 모슬포 방어

감으로 최남단 청정해역인 마라도 주변

축제가 오는 10 13일까지 4일간 모슬포

해역에서 주로 생산되며 크면 클수록 단

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백질의 영양소가 많아 맛이 좋고, 비타민

청정 제주 바다의 겨울철 대표 어종인

D가 풍부해 결장암 및 유방암 예방 효과

방어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방

가 있는 고비타민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어축제는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위원

몸길이가 최대 110㎝까지 자라는 방

대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모슬포

한편,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

장 이재진) 주최, 주관으로 방어맨손잡

어는 무게에 따라 소방어(2kg 미만),

항 주변 수산물 취급 업소에 전화로 주

0일부터 마라도 주변에 방어 어장이 형

기, 방어낚시대회, 방어경매 등 체험프

중방어(2 4㎏), 대방어(4㎏이상)로 구

문, 포장비와 운송비(5000원 안팎) 등

성돼 모슬포 선적어선 하루 평균 4 50여

로그램과 풍어제, 방어축제 올레길 걷기

분된다.

의 비용을 내면 2시간 이내에 버스를 통

척이 출어해 약 1000여 마리를 잡아 300

해 시내 터미널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는

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등 대정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
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방어 가격은 대방어가 ㎏당 1만
원, 중방어는 마리당 2만원 2만5000원

<서귀포시 공보과>

것도 장점이다.

모슬포 토요시장 첫 개장
도민과 관광객 2만 여명 찾아

2011 제주올레 걷기 축제 이달 9~12일 개최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이 계절별 신
선한 바다 횟감과 지역 특산물 등이 어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 제주올레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걷

포시와 제주관광공사, 사단법인 제주

빛파티 간세다리, 다 모여라! 는 주제

러지는 관광시장형 이라는 테마를 가지

올레 주관으로 개최된다.

로 정방폭포 산책로 소공원 야외무대

고 지난달 29일 제주최초로 첫 개장했다.

기축제인 2011 제주올레 걷기 축제가

개막식은 6코스인 서귀포시 효돈동

에서 야간 공연 관람 및 부대 행사가

제철을 맞은 방어와 지역특산물 등을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제

쇠소깍에서 오는 9일 오전 10시에 개

펼쳐지고 공연관람 후 달빛올레 걷기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한 이번 토요시장에

주올레 6 9코스에서 펼쳐진다.

최되며, 축제기간 동안 각 코스 곳곳

(정방폭포 → 매일올레시장 구간)가

는 도민과 관광객 2만 여명이 찾아 성황

사랑하라, 이 길에서 라는 슬로건

에서 예술가들의 공연과 마을에서 준

이뤄진다.

을 이뤘다. 토요시장은 지역의 특색을 살

으로 하루 1코스씩 총 51.6㎞를 걷는

비한 전통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번 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주최, 서귀

문의 : 2011 제주올레걷게축제 운영
위원회 762-2170

린 차별화된 테마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보
여 앞으로 서귀포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특히 행사기간 동안 야간행사로 달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은 매주 토요
일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방어축
제 특화거리 일부구간(200m)에서 개장
한다.

문의 :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자

치담당 760-4011

서귀포 사람들

제주도 무형문화재 옹기장 4인 새로 지정(2)

도정신문 다이내믹제주 제508호에
서 소개한 굴대장 고신길씨, 도공장 고
원수씨에 이어 새로 무형문화재로 선

이다.

정된 기능인 4인 중 불대장 강신원씨,

대단한 인내와 통찰력이 요구되는

질대장 이윤옥씨에 대해 소개한다.

기술이다. 아직도 불대장의 역할을 수
행하는 강신원 옹은 제주전통가마 불
때기의 산증인이다.

불대장 - 강신원
- 대정읍 신평리, 1931년생,
- 전통가마 불때기의 산증인

질대장(건애장) - 이윤옥
- 대정읍 신평리, 1938년생

신평리가 고향인 강신원 옹은 막 철

- 부친 큰 공방 운영⋯옹기 역사 잘 알아

들기 시작한 14살 무렵부터 옹기 일을
이윤옥 옹은 옹기일을 크게 했던 점

추는 불대장 역할을 주로 했으며 옹기

주의 아들로 가업을 이었던 도공의 후

일이 번성하던 시절에는 직접 점주(가

도 했다.

예이다. 부친인 故이기백 옹은 당대 명

내수공업 형태이던 전통옹기 제작은

불을 때는 일은 옹기일 중 마지막 마

점주가 대장과 불대장, 건애장, 굴의

무리 작업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불

비용을 대면서 생산하던 체제였음)로

의 색깔로 온도와 상황을 파악해야하

맏아들로 태어나 부친이 공방 일을

나서 여러 굴치의 옹기를 생산해 내기

는 시간은 집중을 요하는 긴장의 연속

도와야 했기에 평생 다른 곳에서 일을

공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신평리에서 가
장 큰 공방을 운영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부친의 가업을 이으면서 젊은 시절
건애장 역할까지 했던 이윤옥 옹은 제
주전통옹기 공방의 역사를 잘 기억하
고 있다.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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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백록담서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기원제

양식산업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대림)는 오는 11일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일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제주-세계7
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기
원제 를 봉행했다.<사진>
기원제 봉행은 초헌관에
문대림 의장, 아헌관에 오영
훈 운영위원장, 종헌관에 위
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이 맡

섬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

회에서,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

았으며,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야 할 때 라고 강조하고, 최

관에 선정될 경우 제주특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세계자

종 투표일까지 제9대 도의회

치도가 직접 운영하는 유료 공

연유산인 한라영봉 백록담

가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해

에서 분향 및 제례하고, 온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선정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

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세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을 모아나가겠다 고 밝혔다.

계7대자연경관선정 범도민추

주의 양식 산업 패러다임 전환

이어 마련된 주제발표에서

농수축 지식산업위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

연안의 수온 이상현상, 바이

영관광지 26곳에 대해 일정기

축 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

러스성 질병에 대비한 예방

간 무료관람이 이뤄질 수 있도

도웅)는 지난달 24일 오후 2

백신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

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다 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대

을 위한 대안 및 비전 제시를

노르웨이 제노마사에서 육종

기원제에서 문대림 의장은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

한민국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위한 양식 산업 전문가와의 정

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우재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

홍)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주

선정시 추진 기본계획(안) 에

책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박사는 어류 양식 산업에 대

로 우리 제주가 세계의 보물

특별자치도 관계자와의 간담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 中 상해시위원회 방문 투자유치 등 교류 강화
걸출화상

김도웅 위원장은 인사말에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류육종연구, 친환경 사료

어류양식동향조사에서 도내

개발, 세계적 수요에 맞는 양

양식어류 생산량이 해마다

식어류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

의 제주 넙치 양식 산업의 비

언급하고,

향후 제주 어류

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을 밝히기도 했다.

협회와의

또한 중국 상해시 현지 여행사

네트워크

와의 면담 자리에서는 제주-상

구축으로

해간 항공편 증편 문제와 호텔과

투자유치

쇼핑몰 추가 건립을 통해 제주

활성화를

여행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제주

도모했다 .

관광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

<사진>

기도 했다.

특히 세

문대림 의장은 이번 방중 활

계걸출화

동을 통해 중국이 제주를 어떻게

상협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

방문한 자리에서는 더 많은 회원

며, 앞으로 제주가 국제자유도

대림)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

기업들이 제주를 방문해 직접적

시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중국과

까지 중국 정치협상회의 상해시

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

의 교류확대 방안이 더 많이 마

위원회와 중국 세계걸출화상협

호 발전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

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회를 방문, 상해시위원회와의 우

조했으며, 이미 제주를 방문해

한편 이번 방중은 상해시위원

호교류 협정 체결에 따른 교류

부동산 상황 등을 파악한 기업에

회와 세계걸출화상협회의 초청

확대방안을 협의하고 중국 세계

서는 1억 달러 이상의 투자의향

으로 이뤄졌다.

도의회사무처, 11월 정례 직원조회

농작물 피해 야생조수 어떻게 할 것인가?

법 제도개선연구회

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오홍식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대 과학교육과 교수는 제주

연구모임인 법 제도개선연구

에 이입된 사슴류와 멧돼지,

회(대표 구성지 의원)는 지

까치 등은 절멸시키는 것이

난달 27일 오후 3시 30분 의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

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작물

능하다 면서,

피해 야생조수 어떻게 할 것

피해 야생조수에 대한 의식

도민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 2012년

인가? 를 주제로 제6차 정책

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

(처장 강성근)는 지난 2일 의원

도 예산안심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하고, 농작물 피해 야생조수

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사

업무에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부의

을 대상으로 11월 정례 직원조회

철저를 기해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

를 실시했다.<사진>

줄 것을 당

수가 늘어난 노루, 까치 등 야

오 교수는 이를 위해 농작

부했다.

에 대한 관리방안이 절실하
다 고 강조했다.

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물 피해 야생조수에 대한 장기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

한편 제주

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

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서

도록 전화투표를 실시했으며, 강

특별자치도

에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식 실태에 맞는 포획방법을 마

성근 사무처장은 직원조회에서 오

의회사무처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모

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제288회

는 지난 1일 제주-세계7대자연경

2만1330건(352만원 상당)의 7대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

관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방문,

자연경관 투표를 기탁했다.

조회에 앞서 직원들은 제주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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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15

민 군복합항, 무엇이 문제인가?
15만 톤급 크루즈가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근거로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거론하지 말

풍속과 풍향의

조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회의

이것은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조정

아달라며 문

영향에

따른

에서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여 야 합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한 정책과제이자

제가 있음을

적용 데이터의

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합의된

한편으로는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

은연 중에 비

오류, 항로 및

부분만을 1차보고서로 채택하였다.

속한 사항입니다.

쳤다.

회전 반경 등

그렇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

이는 민 군복합항의 성격과 내용을

국책사업을

입 출항에 따

분은 무엇일까? 항만설계 및 선박조

명확히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으

진행하면서

른 사례별 분

종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과 내년도

로 분명하게 정립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의

석에 대한 문

우선추진사업 등 주변지역 발전사업

혹이 제기될

박원철

제점이 있음을

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

관련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활동 과정

수밖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적하고 이를

는 여 야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

에 증인으로 참석한 우근민 도지사

사안이었다.

심층적으로 재

분이다.

지난 9월 23일, 민 군복합항 건설

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그래서 필자는 행정사무조사의 범
위로 설정한 크루즈 동시접안능력 검

그러나 지난 9월 16일,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에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증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제제
기를 해나갔다.

검증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제대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일시
적인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

했다.
우근민 지사 역시 의구심 이라는
용어로 점잖게 표현하고 있으나 문제

위원들의 요청도 한나라당 위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15만 톤

첫째, 민 군복합항의 기능을 다하

점이 있음을 직감하고 민항시설 검증

다만, 앞으로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기 위해 선회장의 설계기준이 적정한

TF팀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

을 점검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는 계속

주장한 바 있었던 터였다.

가에 대한 의혹이었다.

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이나 국방 군

그 결과 현재의 민 군복합항 평면

결론적으로 민 군복합항 건설문제는

사시설기준을 살펴봐도 국회의 부대

계획도 및 설계도에 의해 공사가 완공

애초에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의견이나

국방부나 해군 측에 요청한 자료는

의견,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 기본

되었을 경우,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기본협약서의 체결 등에서 제시되거나

제출되지 않았고, 자료접근이 쉽지 않

협약서에서 체결한 내용들이 지켜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는 잠정결

약속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이 적

았던 지방의회 입장에서 맨 땅에 머

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론을 내렸다.

나라하게 드러났다.

근거가 필요했다.

리 박치듯 자료를 찾아 나섰다.
용역에 참가했던 전문가에게 연락
하였지만 더 이상 덧붙이거나 설명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다른 전문가에게 상의했을 때는 자
신의 의견이 사견임을 전제하고 또한

둘째, 크루즈 선박 선회와 관련한 시
뮬레이션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었다.

선박 시뮬레이션에

오탁 방지막 미설치로 인한 해양오

적용한 풍속과 풍압을 종합적으로 검

염, 비산먼지 방치로 인한 인근 농작

뿐만 아니라,

국방부(해군본부)는 애초부터 민

토했을 때도 신뢰성이 전혀 없다 는 판

물 피해는 외면한 채 공권력 투입, 구

항에는 관심이 없었고 해군기지만을

단을 하고 국회 예결소위의 회의에 참

럼비 바위 발파 등 지역주민의 희생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

석하여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동반하며 펜스 안의 왕국은 건설되고

였다.

쉽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국회 제주

있다는 게 문제다.

장애인도 웃으며 살수 있는 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지원과

그리고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

제도,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는 정말 심각하다. 제대로 된 양육지

한 명은 평생을 수발해야 하는 가정이 9

우리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 고

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학교 중도탈

2.5%에 이른다고 한다.

통은 적잖게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장애

락률도 높고 부모 대신 생계를 책임지는

인 양육과 생활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자녀도 많다.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도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 기관 9개소를 지정해 운영한

이런 가정일수록 더 적극적인 가족관
계 증진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그 가정은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 당사

또 평생 동안 이어지는 사회적 편견과
가족 간의 불화, 각종 치료와 보호장구
구입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겪는 어려움 등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장애인 돌봄과 의무를 전적으로 가족

자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이런 장애인 가정에 대한 문제를 한

이 지고 있어 각종 치료에 따른 경제적

제공되며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재활

가정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고 전적인 책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육, 치료 프로

임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희생과 고통은 국가와 사회가 분
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고 한다.

누구나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장애인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지체장애

각종 치료와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

또한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에게 지역

장애인 개인 중심의 복지정책을 뛰어

인협회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

하고, 장애인 가족 상담을 통한 문제해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

넘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각

는 이동민원상담사업을 실시한다는 소

결과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맞춤지

의 자조 네트워크 형성지원과 장애 형제

가정의 실정에 맞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식도 들었다.

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자매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YK

만약 우리 가정, 친지 중에서 장애인

장애자녀를 출산하면 가족 중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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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Did you enjoy the Jeju Olle Walking Festival?
(제주올레걷기축제 재밌었어?)
B : Yes but it was really difficult for me to walk that much since
it was my first time!
(응, 근데 그렇게 많이 걷기는 처음이라서 힘들었어.)
A : Well, the first step is always the hardest!
(그래, 뭐든지 항상 처음이 제일 힘들지.)
<< 오늘의 표현 >>
The first step is always the hardest : 처음이 항상 제일 힘들다.
11월에 있는 제주올레걷기 축제!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요
즘 올레에 빠져있고 걷기 열풍에 참가하고 있다. 건강에 신경쓰고 날씨가 특
히 뭐든지 하기에 알맞은 시기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처음 시도 해보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힘이 들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 라
는 말도 있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어 표현에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힘들다는 말로 위에 언급된 표현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첫 발디딤 즉
the first step 또는 첫 시도가 제주에서 자랑하는 올레길과 일맥상통한다
는 점이다. 여기서 step이라는 것은 물론 발을 내딛는다는 직역이 있지만 첫
시도라는 의역의 뜻도 있다. 아무쪼록 이 선선한 가을에 영어를 포함해서 뭐
든지 힘들지라도 어떻게든 계속 시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매일 월-금 저녁 10시반! All that Jeju와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아리랑라디오: www.arirang.co.kr

CM

YK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