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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10주년

발간사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2015년은 평화의 섬 지정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
상황을 돌아보고 평화의 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림을
그려보는 기념백서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는 1991년
한·소 정상회담 제주 개최 이후 동서냉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15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한 평화포럼의 출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국내외적 공감대가 성숙되면서,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평화의 섬 지정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완충센터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북한 감귤보내기 등 실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옴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은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지난 해 민족화해제주포럼에서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 재개,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5대 사업을 제안하였고,
북한 측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성사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5대 협력사업과는 별도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남북협력의 돌파구를 모색
하고자 새로운 평화의 개념 즉, 치유·관용·에너지 평화의 개념 중 에너지 평화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를 2030년까지 제주 전력 사용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37만 대의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주는 세계적인 탄소 없는 섬, 에너지 자립 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구좌읍 행원리를 에너지 자립 마을 시범단지로 조성 추진 중에 있고, 이 시험 모델을
토대로 고질적인 에너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지역에 시범단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5년은 UN 창설 70주년, 광복 70주년,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 10주년을 맞이
하는 뜻 깊은 해로써,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서 백서발간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백서가 탄생하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민 헌장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유서 깊은 탐라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자이며 천혜의 아름다운
땅 제주의 주인이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귀중한
자산을 소중히 지켜 나가며 새로운 제주
시대를 창조하고, 세계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사명의식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거친 풍파와 고난의 삶을 이겨낸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복지낙원을 이룩한다.
1. 우리는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의
터전을 가꾸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1. 우리는 전통문화의 바탕 위에 향기로운 새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하여 정성을 다한다.
1. 우리는 자립정신으로 공익우선의 사회를 지향
하고 제주인의 자존을 지켜 나간다.
1.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문화권의 중심이
되고, 세계로 뻗는 평화의 섬으로 가꾼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도기

심벌마크

캐릭터

부드러운 삼면이 교차하면서
제주의 오름풍경을 평화스럽게
보여주고, 삼면의 색상 중 청색은
환태평양의 깨끗하고 청정한
제주바다, 녹색은 푸르름이 가득한
푸른녹원 영산 한라산, 주황색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떠오르며
커가는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
제주 상징 심벌마크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단순한 붓터치로 명쾌하게 표현
하였습니다.
수평의 붓터치는 평등한 제주
정신을 나타내며 제주 현무암의
검정색을 기조로 하여 녹색은
한라산의 푸르름과 자연환경을,
청색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주홍색은 미래지향적인
제주인의 희망과 평화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거친듯한 전체의
문장은 유연하면서도 질박한
우리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하여 활발하게 활동
하는 제주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 화산용암의 상징적
모티브인 혐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Overlap되는 ‘돌이’와
제주의 해녀옷(소중이)을 입고
있는 ‘소리’는 일반적인 캐릭터가
지녀야 할 지자체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물의 형상화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 요소외에 돌이와 소리의
얼굴부분을 영문 ‘JEJU’로 표현해
그 상징성을 배가하였으며,
디자인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동작의 다양화와 함께 돌이와
소리의 의상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참꽃

녹나무

제주큰오색딱따구리

각박(刻薄)한 땅이나 바위틈
에서도 잘 자라며 봄철 초록빛
숲속에서 타는 듯한 붉은꽃을
무더기로 피우고 있는 참꽃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불타는
의욕과 응결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잎은 가지 끝에 세 잎씩 윤생하여
제주의 자랑인 삼다, 삼무, 삼보,
삼려를 나타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세잎과 다섯 꽃잎이
규칙적으로 족생(簇生)하여
삼삼오오 즉, 도민들의 단결과
질서, 평화로운 발전을 향한 밝은
전진적 기풍을 상징한다.

녹나무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특성과 기질과 신앙을 상징하고
있다.
각박한 땅이나 바위틈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이 나무는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
도민의 근면, 소박, 인내심을
상징하며 언제나 그 싱싱함을
잃지 않는 상록수로 봄에 새 잎이
날 때는 그 잎이 붉은 꽃과 같이
화려함은 도민의 희망과 정열과
무궁한 번영의 기상을 보여준다.
나무와 잎에서 풍기는 독특한
향기는 도민의 높은 품위와
슬기롭고 풍부한 정감을 보여
주며 짙은 향기가 사귀를 몰아
낸다는 전설은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의지와
실천을 앞세워 살아온 제주특별
자치도민의 얼이 깃든 신앙의
나무이기도 하다.

제주큰오색딱따구리는 활엽수의
노거수 교목림에 많으며 제주
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종으로
소형이며 암색이다.
머리와 등면은 큰오색딱따구리와
거의 같으나 다만 아래등과
허리의 백색이 적다. 그리고
아래면의 세로난 무늬가 넓고
바깥쪽 꼬리 깃에 완전한 흑색
띠가 3줄 있다.
그러나 턱 아래 가슴의 바탕색은
연한 황백색이며 산림해충을
구제하는데 유익하다.

학명 : Rhododendron weyrichii Maxim

학명 : Cinnamomum camphora (L) Siebold

학명 : Dendrocopos leucotos quelpartensis

세계평화의 섬
상징물
상징마크 및 엠블럼

2005년 1월 27일 국가에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평화의 섬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효과를 상승시켜 국제사회에 제주의
평화 이미지 전달과 평화 연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개발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

1) 형태적인 의미
깨끗하고 순수한 천연 자연이 잘 어우러지고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섬 제주의
지정학적 사항을 고려한 로고 일러스트레이션(Logo illusteration)은 세계 사대 글자의
하나인 한글을 이용, ‘섬’자로 표현한 그 바탕 위에 제주의 4.3정신과 조냥정신, 삼무(三無)
정신의 자긍심을 함께 심벌(Symbol)로 대별하였다.

2) 색채적인 의미
평화를 근본으로 하는 제주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생명력의 약동과 안정감을 상징하는
신성한 초록색 그러데이션으로 표현하였으며 넓고 푸른 들판, 그리고 그 가운데 불끈
솟은 한라산의 자태에서 평화에 대한 의지를, 그 아래 감추어진 오름은 인내와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주홍빛으로 나타내었다. 짙은 푸른색의 그러데이션 표현은 제주의 깊고
푸른 청정바다와 평화를 향한 끝없는 염원, 세계를 향한 제주인의 원대한 이상의 실현을
표현하는 색채인 동시에 함께 조합된 로고 심벌 및 슬로건의 가독성을 높여준다.

캐릭터

캐릭터는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핵심요소이자 심벌마크로 표현하기 힘든
의미화된 형상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를 친근감있게 표현하여 응용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평화의 섬 캐릭터인 ‘한우리’의 이름은 “한울”을 소리나는 대로 쓴 우리말이며, 각
단어의 뜻은 ‘한’은 바른, 진실 한, 가득하다는 것의 의미하며, ‘울’은 울타리, 우리터전의
의미를 갖는다.
‘한우리’는 척박한 땅위를 강한 의지 하나로 일구어나가 비옥한 토지로 바꿔 나가고
태산과 같은 힘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오늘을 만든 제주인, 이제는 깊고 넓은 포옹력으로
세계를 향해 평화와 공존의 진정한 의미를 활짝 연 가슴으로 다가가는 제주인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일러두기
- 본 백서는 2015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 『세계평화의 섬 사업계획 변경 용역』 (제주대 평화연구소, 2013)과
『평화의 감귤, 한라에서 백두 1999-2009』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
본부, 2010) 및 제주도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로 표기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는
해당 지면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였다.
- 금액 표기는 원자료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단위가 클 경우
천원 단위는 백 만원 단위로 바꾸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기존 제주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
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혼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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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주가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정부가 지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된 지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엮어 기념 백서를
펴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평화의 섬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
이었던 4·3문제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탄생되었습니다.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평화를 잃어버렸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에 대한 비전을
가꾸어보자는 염원과 1991년 한소 정상회담, 1996년 한미 정상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2004년 한일 정상회담 등 정상회담의 단골장소로 명성을 떨치면서
향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부각된 점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4·3정신과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 정상들의 외교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화의 섬 정책이 구체화되었고, 드디어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제주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을 설립
했고, 국제평화센터를 준공했으며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남북민족평화 축전 개최와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올해로 10회를
맞이했고, 평화아카데미와 청소년아카데미가 운영됐고,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도
개소되었으며, 제주4·3평화공원 조성과 제주4·3 추모일 지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10주년 기념백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기록되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했듯이, 이런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노력은 세계평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10주년 백서 발간을 계기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의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 17

회고
통일과 제주도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을 맞이함을 진심
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991년,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
구상을 논의해 온 지 어언 4반세기가 되었고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10년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계는 탈냉전이라는
격변을 겪고 있었고, 국제질서의 미래가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불안
했던 1990년대 초, 우리가 일찍이 이와 같은 매우 선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도 개인적

현인택

으로는 그와 같은 운동에 초기부터 동참할 수 있었다는 데 자부심과

前 통일부장관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주도는 이제 제주도민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이 일천만 명을 넘고, 외국인이 삼백만 명을 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4반세기 전 평화의 섬 운동을 시작했을 때,
꿈은 꾸었으되 과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스라이 여겨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너무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평화의 섬 구상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상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의 큰 결실을 이미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지로 지난 10년간 이룬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성과는 인식의 전환
입니다. 제주가 평화로운 땅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 국토로,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땅이라는 인식은 아무리 운동을 통해 확산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러움이라는 매력이 우리
제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주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
이라고 이제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의 요체가 바로 평화로움입니다. 제주와 평화는
그래서 동음이의어와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수록 더 평화롭게
됩니다. 삼다(三多)와 삼무(三無)의 정신이 바로 평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그 평화를 한반도의 북쪽까지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많은 탈북민들이 제주를 가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인권과 자유
만큼 평화와 가까운 단어는 없습니다. 그 인권과 자유의 바람이 북쪽까지 불도록 해야 합니다.
북쪽의 2,500만 우리 동포들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제주를 찾을 수 있는 날을 한시바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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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참된 인권과 자유를 누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되는 때가
빨리 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려운 정치적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살고, 오고 가며 교류할 수
있을 때 통일은 시작됩니다.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우리
의 바람이 그저 요원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쪽정권이 아무리 압제적이어도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 탈주민이 3만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 형제, 자매가 아직도 북쪽에서 인권과 자유를 갈망하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실질적 통일의 시대입니다. 우리
이산가족들의 고통도 이미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고령이 되신 분들은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유롭게 맘껏 재회하며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때가 바로 통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북쪽 정권을 변화시켜서 그러한 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일만큼 통일을 만들고 가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화를 창출, 확산, 건설하는 것처럼, 통일을 창출, 확산, 건설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즉, 통일을
만들되 그 통일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통일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통일을 목표로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가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세계의 흐름과 정합하는, 한반도의
상승하는 역사의 기운과 일치하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지난
수십 년의 역사만큼 국제적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드러낸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변모하여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그런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통일시대를 상상하면서 제주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단순히 ‘평화의 섬’ 제주가
아니라 이제는 ‘통일시대 평화의 섬’ 제주를 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숙성되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목표를 정할 때 우리의 눈높이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국인 2,000만, 외국인
1,000만의 국제적인 관광 허브 제주도 그냥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의 거점도시가 되는 것도 그냥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는 자연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천혜의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가장 척박한 땅이었으나
21세기에는 가장 축복받은 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염두에 두고, 관광뿐만 아니라 물류, 금융, 청정산업, 문화에 이르기까지 제주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원대한 꿈을 디자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인프라, 제도, 그리고 인력을
그에 맞게 설계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열심히 앞을 보며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주가 더 높고, 더 크고 더 먼 미래를 위해 뛸 때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과
제주가 하나의 미래로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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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
“제주 (평화) 포럼”의 회고와 전망

1991년의 일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제주에서 최초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저는 제민일보 기고문을 통해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스위스의 제네바처럼 정상회담이나 각료
회담을 상시적으로 개최하는 국제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러하였습니다. 제주는 삼무(三無)의 섬입니다. 대문이
없고,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다는 것은 위협이 없고, 착취가 없고,

문정인

신뢰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연세대학교 교수

‘평화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발상에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는 4·3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화의 섬’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도 작용했습니다. 다행히
제주의 지도급 인사들이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고, 2005년 1월
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주포럼은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화의 섬’
제주가 네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제주평화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평화의 전시 기능, 둘째는 제주평화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평화연구 기능, 셋째 제주평화
포럼의 주기적 개최를 통한 아젠다 및 인적 네트워크 개발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평화
공원을 통한 평화교육과 운동 기능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 기능 중 제일 먼저
착수된 것이 제주포럼이었습니다.
2000년 말로 기억되는데 당시 민선지사로 취임한 우근민 지사는 평화의 섬 구상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주가 남북관계자 회의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 지사는 저에게 “문 박사가 제주 평화의 섬을
제안했는데 그 징표가 하나도 없다. 그 징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문교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가 중심이 되어 2001년 6월 제1회 제주 평화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제1회 제주평화포럼의 기획은 당시 제가 원장으로 있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이 맡아서
했고, 행사의 구체적 진행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전담했습니다. 원래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격년 개최를 계획했으나 1회 회의에 참석했던 윌리암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북미관계와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 하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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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인 2002년에도 세미회의 형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미회의와 2회는 연세대 국제
대학원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고충석)이 공동으로, 그리고 3회와 4회는 제주발전연구원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 공식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이
제주평화포럼을 지속적으로 관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이 다시 시작되면서 2011년부터
제주평화포럼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2년부터 격년
개최에서 매년 개최로 그 형식도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스펜서 김사장이 창립한 미국의
태평양세기 연구소(Pacific Century Institute)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2004년부터는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음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제주평화포럼 기획과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기억들이 몇 개 있습니다. 1회 행사 때의 일입니다. 당시 우근민 지사는 1회 행사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국제 언론의 대대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제주평화포럼은 ‘대박’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역설적으로 당시 취임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 덕이었습니다. 2000년 6월 성공적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북, 북미관계가 모두 극도로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에서조차도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고
윌리암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도날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임동원 특보 등 주요 인사들이
제주평화포럼에 대거 참석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뉴욕 타임스, AP 통신, 로이터 통신, 아사히신문 등 할 것 없이 제주평화포럼이 전 세계
언론의 각광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2회 때도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 국내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기꺼이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주민들과의 별도
오찬에서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원래 청와대와 협의한 것은 제주평화포럼 기조연설에서 노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제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신 별도의 행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2007년 6월 제주평화포럼도 기억에 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제주 피스프로세스(Peace Process)’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제주 선언’을
선포하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유럽의 헬싱키프로세스와 같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제안했던 서울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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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도 사실 알고 보면 제주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이미숙
국제부장이 “제주도에서 제안한 걸 서울에 도용하는 것 아니냐”는 칼럼을 쓴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닌가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박근혜 정부가 요즘에는 서울프로세스 얘기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제주프로세스’가 재가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노 대통령은 제주평화포럼 참석을 계기로 제주 주민들과의 별도의
오찬에서 강정해군기지에 대한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필자의 회고에 따르면 제주포럼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 관건은 대통령 참석 여부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면 모든 정부 부처가 주목을 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디어의 주목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조차 대통령을 모셔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
었습니다. 지방정부 행사에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청와대
비서진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이 한 번도 참석
하지 않았고 총리만 왔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 제주포럼의 아젠다와 유사한 정책을
표방하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주포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부와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던 제주도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주포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참석이 능사는 아닙니다. 포럼 자체를 보다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10회 제주포럼처럼 하면 될 것
입니다. 지난 포럼은 의제 설정이나 정상급 인사 참여 등 여러 면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허나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망라형 또는 백화점식 의제설정을 피하고 동북아,
세계적 수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의제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선정된 의제가 일회성 토론에 끝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고 그에 대한 평가 작업이 그
다음 해 포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속성과 축적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포럼은 본질적으로 제주도정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지적 소유권이 제주도에 있는
셈입니다. 지방 정부인 제주도청이 중심이 돼서 중앙 정부(외교부)와 동아시아 재단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 행사를 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이벤트가 제주포럼입니다.
그 명맥을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포럼은 제주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 평화 거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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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가 한반도, 동북아, 세계적 수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확산
시키는 동시에 이 분야의 정치지도자, 전문가들을 한 곳에 초치(招致) 하여 하나의 지식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포럼이 제주와 절연된
‘그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주인들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제들을
만들고 제주인들과 더불어 하는 제주포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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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활동회고

2005년 1월 27일, 제주도가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는 추진협의체로
2005년 4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제1기 송봉규씨께서 의장을
맡은 이후 제2기까지 4년간 일해주셨고, 저는 그 이후 제3기인
2009년부터 2015년 제5기까지 6년간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영석
前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의장

지난날 범도민실천협의회에서 평화실천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평화실천사업은 국제교류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실천사업, 해외 봉사활동, 도민의 평화 의식 및

문화 확산 등 교류·문화·환경·봉사·안전 등 5개 분야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매년 평화의 섬 지정을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도민과의 정보 공유의 장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을 국제
개발협력 원년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 동티모르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으로 선정하면서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봉사분과에서는 동티모르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캄보디아, 몽골, 인도 등 해외 봉사활동을 통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전파하였습니다.
평화환경분과에서는 환경 선진지인 일본 키타큐슈에서의 자연유산 체험과 환경보전
도민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201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범도민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평화 전시회 및 음악회 등 문화 활동을 통해서도 도민의 평화의식
함양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화를 실천하는 도민들의 경험들이 쌓일수록 글로벌 시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각국 사람들이 찾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도민의 경험은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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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실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ODA 대상 국가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실천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범도민실천협의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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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 회고와 과제

경제난에 처한 북한에 도움이 되고자 인도적 차원에서 지자체
로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이 1998년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된 제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0년간 지속 되면서 각종 남북회담과 교류
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도 이바지
하면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지난 10년 동안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8년 12월부터 시작되어 2010년
2월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2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나, 북한에 의해 천안함 피격이 된 후
통일부의 5.24 조치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제주도민은 그동안 감귤 4만 8328톤, 당근 1만 8100톤을 북한에 지원
했습니다. 제주 감귤은 특히 정서적으로 북한주민에게 지원 물품 이상의 의미를 주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전달한 물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은 지원 주체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이 일체가 되어
추진한 첫번째이며 유일한 사례로, 국민적 공감대라는 대북지원의 한 원칙을 구체화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물품도 남북의 이해와 이익을 고루 살리는 격으로
상생공영이라는 기조에 부합하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대북지원 사업이 NGO와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 사업은 제주도라는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이 주축이 된
민간조직(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 함께 민관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로,
그 후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며 정부의 대북 교류사업에 대한 승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업이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입장
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즉, 북한당국이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에 대한 가지고
있는 깊은 호감을 감안하고,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대북사업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감귤 보내기 운동은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북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도적 지원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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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히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당근 지원이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북한 어린이 겨울 옷 보내기, 목초 종자 지원, 의약품 지원, 수해품 지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대북지원은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한편, 인적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에는 개발협력의 차원에서 제주 흑돼지 평양농장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내부 기자재를 지원했으나,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의 5.24 조치로 중단
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의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은 남북 간 대규모 인적교류라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북한당국은 제주도민들을
네 차례나 초청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835명의 제주도민 방북단이 북한을 방문
하였습니다.
2002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1차 제주도민대표단 253명의 방북은 지자체
주도의 북한 방문으로서는 분단 이후 최초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물질적 지원이
대규모의 인적 왕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록 통제 속에 이루어졌지만 제주도민대표단의 방북은 직·간접적으로 북한 동포들에게
제주도의 평화 사랑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방북 기간 중 북한의 현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한편, 통일의 필요성과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차 방북 시, 도지사, 도의회 의장, 제주상공회의소 의장 등 도내 대표적 인사들이
참여하여 제주와 북한 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신뢰 구축은 물론,
향후 발전 방향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6.15 정상회의 이후, 「한라-백두」라는 통일 노력의 상징지이며 감귤 보내기 운동이
전개되는 제주도가 2000년 가을, 남북 장관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
회담지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 덕분에 그 후 2005
년 17차 장관급회담, 2006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등이 개최되어 제주도는 지방에서
열리는 각종 남북회담의 단골 개최지가 되었고, 북한의 체육 선수들이 자주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에서 다양한 회담이 개최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평화를 제주의 특산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남북 회담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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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환경의 변화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류협력사업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원희룡 도정은 ‘통일 준비’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5년
가까이 단절되어 온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감귤 보내기’와 4차례에 걸친 ‘제주도민
방북’은 제주만이 갖고 있는 대북 교류협력의 노하우이자, 북한과 쌓아 온 신뢰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남북교류협력을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루는 초석이라고 보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지자체 대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천명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아래의 6개 사업을
북한당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 5+1협력 사업(2014. 12~)
1. 중단된 북한 감귤 보내기 재개
2.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사업 추진
3.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4.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사업
5. 2016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유도
6. 제주-북한 신재생 에너지 협력 사업(2015. 11)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는 중단된 제주와 북한 관계 회복의 매개체입니다. 감귤 보내기
사업의 재개와 관련된 제주도민들은 전국 지자체 대북지원 사업의 효시로서 이 사업이
남북한의 화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보내는 비타민C가
가득 담긴 감귤은 분배받은 북한주민들에게 단순한 겨울 과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제주 감귤을 껍질까지 말리고, 이를 달여 감기에 시달리는 자녀들에게 감귤 물
을 주어 감기약으로 애용하기도 했다는 것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당국도 제주도민
이 보내는 감귤의 의미를 알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
니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 각종 남북회담과 문화 체육행사가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외신에서는 제주도민의 감귤 보내기 사업을 비타민C 외교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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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후, 감귤 보내기 사업이 중단된 지도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국내 여건과
북한의 수용 태도를 볼 때, 과거 감귤 보내기 사업 초기의 긍정적이었던 내외 환경 및 분위기가
지금도 동일하게 조성될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귤’이 주는 정서적 접근에 선뜻 응할 것인가 하는 점과 제주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과거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시장 활성화를 용인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사정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도 과거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
평가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그리고 ‘2014년
8.15 경축사’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방문 시 드레스덴 시를 방문하여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에 두었습니다. 2014
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의 실천을 위해 작은 통일의 노력을 모
아 큰 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으로 ‘3대 통로’, 즉 민생, 환경, 문화를 열어 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5년 업무 추진에서 3대 통로를 여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5+1 사업을 정부의 3대 통로 사업과 연계하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5+1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통일부에 제시하여 국가의 남북교류협력 아이템이
된다면 향후 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귤 보내기 사업은 ‘민생의 통로’와 연결이 가능하고, 평화크루즈 사업과 교차관광은
북한이 지금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 역시 ‘민생의 통로’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 협력 사업은 ‘환경의 통로’로 통일 준비 사업으로 명분이 큰 것입
니다. 제주포럼 유치 건도 인적교류와 왕래로 ‘문화의 통로’로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제안한 제주-북한 신재생 에너지 협력도 ‘민생·환경’의 통로로
주목받을 만합니다.

개발협력사업과 ‘제주 - 양강’ 프로젝트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 북한에 대한 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의 자생적 성장 동력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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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피로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회성 구
호 지원 보다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사업에 대
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04년부터 인도적 사업
에서 개발협력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한 북한당국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
자체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축산, 보건의료 등 농업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발협력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에 인도적 지원보다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더 있을 것이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원 사업보다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여 북한당국과의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 및 국내외 NGO와는 달리
북한의 지방단위와 연계를 맺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경
우 ‘한라-백두’의 상징에서 보듯이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와의 지역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백두 생태 교차관광’과 ‘한라-백두 생태환경
협력 사업’을 북한당국에 제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백두산’의 삼지연 일대에 국제관광
특구를 조성하기로 지난 4월 확정했습니다. 이미 백두산 일대의 교통·전력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백두산 관광산업 육성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혜산시까지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라산이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와의 관광교류를 늘려가는 것은 북한과 제주도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선도적인 일이 될 것이며, ‘제주-삼지연’ 직항노선의 취항도
어려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양강도는 북한의 지역 중에서도 모든 면에서 열악한 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
식량 지원에 앞장서 온 국제기구들은 양강도를 북한에서 영양실조와 미량 영양소 결핍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양강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협력이
농업, 축산, 보건의료, 교육,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
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양강도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협력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부합되면서 가능한 분야부터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다른 지자체가 2000년 초 북한의 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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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다가 체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해 북한당국이
이를 거절하여 사업 자체가 실패로 돌아간 점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체제의 북한 지방정부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세부 계획을 잘 준비하여 정부와 대화에 나선다면, 이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3대 통로를 통한 신뢰 구축과 큰 통일이라는 대북정책과도 부합하기에 정부의 대북정책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는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고 결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경우,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이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한 데 묶어 나아가는 ‘협치(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해당 분야의 주요 역할을 하는 기관과 단체, 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치체제의 구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도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한편, 향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방향과 전략, 방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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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의 허브를 꿈꾸며

중앙정부로부터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된 지도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제주도가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의 허브로서 세계평화의 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왔을까 자문해보면, 한마디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991년 4월, 구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제주 방문,
그리고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강근형

한반도의 냉전 기류를 완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

구소련 측은 북한을 의식하여 서울이 아니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요구했고, 제주가 바로 이러한 소련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되어 결국 제주에서 역사적인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게 되었고, 1992년에는
중국과도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초반은 이처럼 정치적으로 한국이 구소련과 동구권, 그리고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기류가 해빙기를 맞이하게 되
는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시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이에 따른 세계화의 열풍으로 인한 개방화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부활됨으로써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계화와 지방화가 결합된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했으며, 이는 중앙집중적인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즉, 이제는 지방 스스로 비전과 그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홀로서기’의 몸부림을 해야만 하는 때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을 잘 간파한 것이 바로 ‘제주국제협의회’의 결성을 주도한 제주
출신의 40대 젊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제주가 세방화의 물결에 적극 대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와 ‘세계평화의 섬’
구상이었습니다. 특히, ‘세계평화의 섬’은 탈냉전시대에 제주도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도출되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제주를 단순한
관광지로서만이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으로 만들자는, 즉 제네바, 얄타와 같은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담론의 장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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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는 야심찬 구상이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의 아이디어는 논의로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근민 도정과
김태환 도정에서 꾸준히 실천되었으며, 드디어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고, 동북아시아에 있어 평화공동체 형성을
21세기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바, 제주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의 거점으로
삼고자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인들은 삼무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4.3사건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제주인들은 그 누구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평화 사랑의 마음이 깊습니다. 이러한 제주인들의 정신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데 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세계 정상들의
방문을 기념하는 전시·교육 공간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가 건립되었고, 평화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제주평화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동아시아의 교류와 평화 협력을
논의하는 제주평화포럼이 2001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5월에는 10주년 기념 제주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1998년부터 제주도민들의 대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선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2010년까지
제주도민들은 총 12회에 걸쳐 감귤 48,328톤, 당근 18,100톤을 도민들의 사랑을 담아
북한에 보냈으며, 이른바 ‘비타민C 외교’를 훌륭하게 해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네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들을 초청하였으며, 제주도에서 남북 장관급회담
및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됐을 뿐만 아니라, 남북평화축전도 열려 평화의 섬 제주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한편,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왔으나, ‘평화의 섬’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한 논란으로 혼란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세계평화의 섬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않아, 자의적으로 평화의 섬을 해석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더욱이 해군 측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함에 따라, “평화
의 섬에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는 주장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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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반된 주장들이 서로 공박함으로써 제주사회를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제주사회의 시민단체들이 세계평화의 섬을 비무장 평화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는 세계평화의 섬은
비무장 평화지대를 목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역내 국가는 물론 비국가행위자들의
다양한 교류와 평화협력의 거점으로 제주를 활용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6월 21일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하여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스위스 중립국을 예로 들며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 가능하며, 해군기지는 국가가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설파했겠습니까?
제주 세계평화의 섬을 국제교류와 평화협력의 거점으로 해석한다면,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설치는 크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다고 해도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역내 국가들 간의 군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이에 따라 해군력의 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도 사활적인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해군력의
증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 설치를 계기로 한중 간
이어도 관할권을 둘러싼 마찰 가능성이 있으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일
간 갈등 가능성도 더욱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간 군사적 마찰을 완화하고 동북아 삼국의 평화협력을 논의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향후 정상회담은 물론
다양한 국제회의 거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획득하여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을 기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계
환경보전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는 생태평화의 관점이
평화의 섬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올레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레를 걸으면서 제주의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을 만끽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치유의 평화라는 확장된 개념인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를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로 육성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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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
월 30일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제주
도의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외에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개척하고,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세계 정상들에게 천명했습니다.
이처럼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를 제거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태를 회복하는 에너지 평화의 핵심요소입니다. 제주도정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평화도
세계평화의 섬이 추구하는 에너지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제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원희룡 지사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협력, 즉 풍력, 태양력, 전기 자동차 기술을
북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제주가
감귤을 넘어 에너지로써 한반도의 교류협력과 평화를 가져오는 원대한 구상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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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과 평화의 섬 제주

Ⅰ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박찬식
前 제주4·3연구소장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의 첫 머리 문구입니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배경으로 삼무정신의 제주 문화, 4·3 비극의 역사를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현대사,
정상외교의 지정학적 위상 등을 꼽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자는 논의는 1991년 4월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시점으로 중국 장쩌민,
미국 빌 클린턴,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 한반도 주변 열강 정상들이
연이어 제주도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전개되었습니다. 1998년부터는 북한 동포에게
감귤 보내기 운동이 추진되고, 6·15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2001년 6월 제주평화
포럼이 창설되면서 ‘평화의 섬’ 논의는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제주도민의 최대
비극인 4·3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도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4·3특별법이 2000년 1월
제정되고, 2003년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가 이어지면서 정치외교적으로 평화의 섬
지정에 대한 지역공동체 내부의 역사문화적인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서명식 자리에서 “세계평화의 섬은 제주도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삼무의 섬’
이라고 해서 평화를 가꿔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4·3’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큰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극복해 나가는
모범을 실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극히 어려운 4·3 해결의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제주도민의 화해·상생의
공동체성을 평화의 정신으로 인식한 것이며, 이를 세계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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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5년,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되자 정부와 제주도는 그 일환으로
‘17대 평화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제주평화연구원이 개원했으며,
2006년 9월 22일 제주국제평화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제주평화포럼이 정례화되었으며,
현재 제주포럼으로 확대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화 관련 국제회의 개최,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등이 개소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들 사업 내용 중에 4·3 관련 사업은 ① 제주4·3평화공원 조성, ②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 ③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④ 제주4·3추모일 지정 등 네 가지입니다.
현재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며, 유적지 보존관리,
교과서 반영, 추모일 지정 등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7개 사업 중에서 4·3사업은
가장 원만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2013년 6월에 실시한 제주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앞으로는 4·3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도민의 정신적 유산을 미래 평화의 섬 주민들에게
계승시키는 과업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4·3 치유의 ‘제주 정신’은 화해, 공동체적 관용,
공존의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역 내 과거의 이념,
현재의 계층·세대·정당 간에 높은 수준의 협력과 공존을 달성했다는 점, 둘째, 4·3의
해결 과정에서 민과 관 사이의 긴밀한 협의와 협치(governance)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그 요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 이후 세계 분쟁지역과 갈등경험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사 극복의 모범 사례로서 세계화·보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3의 해결 과정은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4·3의 인식은 폭동과 항쟁 패러다임이 맞대응 해오다가, 수난의 공유로부터
공동체 관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시민사회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는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의 추모 글은 4·3의 집단 희생이 미래사회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의미 있는
죽음으로 읽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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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으로 인한 학살과 희생의 섬에서 이뤄낸 친족공동체의 관용 모델은 좌우를 넘어서서
사회 발전에서 중심적인 요소인 것이고, 세계화 이후 미래 비전 창출에 ‘제3의 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세계적인 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Ⅲ
지금까지 제주도에서의 평화개념에 대해서는 ① 경관(자연, 환경)과 평화, ② 역사문화적
자치공동체로서 섬과 지역의 평화, 곧 자치와 평화, ③ 4·3과 평화, 곧 주민 집단희생의
경험과 평화, ④ 군사적 요충지로서 평화, 곧 전쟁과 평화, ⑤ 정상회담지로서 평화, 곧 외
교와 평화, ⑥ 해군기지 건설과 평화, 곧 군사력과 평화 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논의가 전
개되어 왔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는 정치외교적인 면이 강조된 가운데 자치공동체의
문화(삼무정신)와 4·3사건의 비극 해결 정신이 그 역사문화적 배경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도에서 평화를 둘러싼 논의에는 상호 대화와 접점이 없이 각자
나름의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보입니다. 외교안보에 중점을 둔 제주평화연구원, 국제평화센터와
주민 집단희생과 인권(현대사)에 중점을 둔 4·3평화공원, 4·3평화기념관, 4·3평화재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주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만들었지만, 아직 교류와 협력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에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보고서를 쓸 적에 평화연구원과
4·3평화재단의 관계 설정에 대해 연구진은 무척이나 고민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이 고심
끝에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평화연구원은 기계적이고 단순한 결합을 지양하고, 양립
되면서도 공존·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 두 법인은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보완, 업무협력, 사업교류 등을 통해 제주도가
국제적인 평화·인권의 성지로 자리 잡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견인하는 국내외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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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이 선포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두 기관이 양립은 하고 있지만,
공존·협력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4·3유적지와 과거 동북아전쟁 시기 군사유적을 연결시켜 보편적인 다크투어
(Dark Tour)의 대공원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모슬포 알뜨르 일대 전적지공원(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조속히
재추진했으면 합니다. 제주도에 산재한 수많은 일제하 군사유적과 4·3유적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과거 전쟁과 주민 집단희생의 실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평화운동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에는 일반적으로 타국의 유적이 많으며, 또한 전쟁요충지는 대부분 평화
시 타국과의 교류와 협력의 가교이자 현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북아가 역사평화
벨트로 서로 연결되어 기억 기념된다면 전쟁과 4·3유적지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평화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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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
주4·3사건’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통하여 정부는 국가정책을 통해서 제주도를 평화를 브
랜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논의의 장이자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완충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기
로 결정한 것이다.

제1절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 배경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교류의 장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교류의 장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91년
개최된 한·소 정상회담이다. 냉전의 종식을 앞두고 열린 역사적 정상회담 이래로 제주
특별자치도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장으로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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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아시아 주요 정상회담 개최지
한·소 정상회담 이후 남한과 북한의 동시 UN 가입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정상회담과
남북회담이 제주도에서 연이어 개최되면서 제주도가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외교의 허브
로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1991년 한·소 정상회담
1991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해 노태우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
(1991. 4. 19~20)을 갖고 냉전 해체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소 정상회담(1991)

1996년 한·미 정상회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과 김영삼 대통령
과의 한·미 정상회담(1996. 4. 16~17)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4자
회담’이 제안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미 정상회담(1996)

1996년 한·일 정상회담
일본 하시모토 총리의 방문과 김영삼 대통령
과의 한·일 정상회담(1996. 6. 22~23)은
한·일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일 정상회담(1996)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 45

1장
세계평화의 섬
탄생 배경

2004년 한·일 정상회담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2004. 7. 21~22)에서 양국 정
상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증진과 자유 왕래 촉
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한·일 정상회담(2004)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대한민국과 아세안은 1989년 처음으로 대화관계를 수립하였다. 2009년에는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맞아 제주도에서 특별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한 ASEAN 국가수반은 아래와 같다.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참석자>
하사날 볼키아 국왕(브루나이), 훈 센 총리(캄보디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인도네시아), 부아손 부파반 총리(라오스), 나집 툰 라작 총리(말레이시아), 테인 세인
총리(미얀마),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필리핀), 리셴룽 총리(싱가포르),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태국), 응우옌떤중 총리(베트남)
국명 기준 ABC 순

2010년 한·중·일 정상회담
2010년 5월 29~30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
일 정상회담에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참석하여 동북아 3국의 협력과 당면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세 정상
은 ‘상설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하기로 하였고, 향후 10년간 세 나라의 협력을 통해 달
성할 구체적인 목표와 미래상을 담은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했다. 이 밖에 세 정상
은 기술표준과 과학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한·중·일 노동·고용 분야의 협의
체 설립, 치안협의체 구축, 공무원 교환방문, 녹색경제세미나 신설도 합의했다. 한편, 29
일에는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 양국 간 FTA 협상 재개, 비관세장벽 제거 등
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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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발한 남북교류 및 남북회담 개최
제주도는 남북 간의 이해 상충이 적고, 경호상의 편의와 국제적 관광지라는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 남북회담의 개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1) 주요 회담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주도에서 각종 남북회담과 남북교류협력 관련 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2000. 9. 12~13 남북 특사 회담
우리측 임동원 특보, 북측 김용순 비서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000. 9. 24~26 남북 국방장관 회담
우리측 조성태 국방장관,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6.15공동선언
군사적 보장, 긴장 완화 및 항구적 평화 노력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000. 9. 27~30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측 임동원 특보, 북측 전금진 내각책임 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남북 경제협력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005. 12. 13~16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측 정동영 장관, 북측 권호응 내각책임 참사 등이 참석하였고,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조속 이행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006. 6. 3~6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우리측 박병원 재경부 차관, 북측 주동찬 민족경제협력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의 합의사항이 있었다.

(2) 감 귤 북한 보내기
한편, 외교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부에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주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이 그 대표적 사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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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동은 인도적인 화해협력과 동포애를 통하여 통일과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작지만
중요한 노력이 되었다. 연이은 민간대표단의 방북 교류, 그리고 마늘 및 양돈사업 지원
등으로 제주도는 창의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왔다.
특히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은 1998년산 감귤로부터
시작하여 인도적 차원의 감귤·당근 보내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제주도는 총 66,428톤(감귤 48,328톤, 당근
18,100톤)의 농산물을 북한으로 보냈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감귤 및 당근보내기 현황>
사업명

추진 현황

비고

1998년산 : 100톤(감귤)
1999년산 : 4,336톤(감귤)
2000년산 : 5,031톤(감귤 3,031톤, 당근 2,000톤)
2001년산 : 10,105(감귤 6,105톤, 당근 4,000톤)
2002년산 : 4,000톤(감귤)
감귤·
당근
보내기

2003년산 : 7,500톤(감귤)
2004년산 : 8,107톤(감귤)
2005년산 : 10,049톤(감귤 3,049톤, 당근 7,000톤)
2006년산 : 4,360톤(감귤 260톤, 당근 4,100톤)
2007년산 : 11,340톤(감귤)
2008년산 : 1,300톤(감귤 300톤, 당근 1,000톤)
2009년산 : 200톤(감귤)

3)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 논의의 거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2001년 제1회 ‘제주평화포럼’이 개최된 이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자리를 잡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 제
6회 포럼까지 격년제로 개최되었으며, 2012년 제7회 제주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
고 있다. 또한, 제6회 포럼부터 명칭을 ‘제주평화포럼’에서 현재의 명칭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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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무정신의 역사적 유산
제주는 예로부터 평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도둑, 대문, 거지 없는 삼무(三無)정신은
바로 평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겪는 등
한(恨)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한 제주인들의 가슴에는 항상 평화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지정은 제주인이 간직해온 평화의 전통을 국가적으로 인정
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의의가 있다.

3. 아름다운 자연과 국제자유도시 비전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잘 보전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아가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지정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문화, 그리고 세계로 뻗어 가려는 노력을 국내외로 알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평화 전시, 교육, 연구의 중심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舊 제주평화포럼)’은 제주를
동북아 평화 논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있는 한편, 제주도는 세계 정상들의 제주 방문을
기념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준공하여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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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1. 세계평화의 섬 지정 근거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5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86호, 2015.2.3., 타법개정]
제15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1. 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③「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5조의2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
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신설 2011.5.23.>
④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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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평화의 섬 지정 관련 조항
세계평화의 섬 구상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가져오게 된
계기로서 1999년 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제9장)’ 관련조항이
신설된 것을 들 수 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관련 조항은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52조 1항)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52조 2항), 그리고 “국가는 제2항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행,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52조 3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2001.2.24.] [법률 제6283호, 2000.12.23., 타법개정]
제9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52조 (세계평화의 섬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기타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제2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해외협력) 제주도는 대한민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
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3.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절차(舊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13조)
• 지정계획안 작성(제주도)
지정(대통령)

지정계획안 정부(건교부) 제출

부처 협의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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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계평화의 섬 지정 목적 및 기대 효과
1. 지정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평화를 브랜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논의의 장이자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
결하는 국제외교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쌓아온 평화
추구의 정신과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제주의 자존과 위상을 드높인 쾌거
이다.

2. 기대 효과
1) 국가 차원의 평화 이미지 확대에 기여
제주개발특별법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분
단된 한반도의 평화지향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입지적 대표성
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관광정책상 또는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내
세우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평화 지역, 평화 마을 또는 평화의 시(市)라고 선언하는
예가 허다했다. 지방정부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세계평화의 섬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영역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
여할 것이다.
안보와 평화의 동시적 추구는 제1차적 국정 과제이다. 특히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이
해관계가 교차하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역학적 특성상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 자신
의 안위에 관계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직결된다. 이렇게 탈냉전의 흐름 속
에서도 한반도에 위기와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전초기지임을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평화의 상징물을 세계에 제시해야 할 필요성의 맥락에서 제주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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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중심을 지향하는 한국의 평화 이
미지를 제고시킬 것이다.

2) 탈냉전에 대응한 평화회담 개최지 역할
냉전 종식 이후에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과 상호의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제주도는 새로운 동북아시대의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동북아 경제 및 안보협력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비전이 구체화된 것이 세계평화의 섬 지정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학술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분쟁해결센터로서, 그리고 각국
정상들의 회담장소로서 그리고 동북아 세계시민들이 관광을 위해 오가며 제주도의 평
화-자유-인권-상생을 체험해 나가는 평화교육의 장으로서 세계평화의 섬의 역할이 중
요하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무엇보다도 제주지역 주변에서의 긴장 가능성을 배제하는 예방
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북한 핵문제 등 주변 상황에 비추어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을 통해 제주도를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연구, 그리고 교육 훈련의 중심지
로 만들어 나가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제주4·3사건의 아픔을 승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도 4·3사건의 비극을 인권과 평화로 승화시키면서 제주도
로 하여금 주변적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주도민들에게 제주4·3사건은 되새기고 싶지 않은 비극이다. 1999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21세기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주체인 도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평화와 인권을 정
착시켜 간다는 자아성취감을 갖게 하고, 세계평화의 섬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내재적이
며 주체적 조건이 구비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제주도민의 정체성 회
복은 관용과 이해를 토대로 한 세계시민으로서 평화 증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크
게 기여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제주도로서는 2003년 10월 이루어진 국가의 사과 표명과
함께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평화·이해·자유를 만끽하는
섬을 만들고 21세기 동북아 평화질서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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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환경·생활공동체 차원의 독특한 이미지 확립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의 토속적인 전통문화를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발전적으로
계승ㆍ재창출ㆍ확산ㆍ활용해 나가는 데 기여한다. 제주의 토속적 전통인 ‘삼무(三無)’는 도
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의미로 오랜 옛날부터 전하여 오는 제주도 특유의 생활사적 문
화이자 정신구조다. 또한, 자연, 민속, 토착산업을 뜻하는 ‘삼려(三麗)’와 ‘삼보(三寶)’, 즉
특용작물, 수산, 관광은 1960년대 이래로 제주도가 해양·아열대생물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생겨난 인식이자 표어다. 이러한 것들은 제주도가 보유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서 이를 잘 보존하고 국가적ㆍ국제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점에서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의미가 크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보전하면서 공동체의 호흡을 같이 하
는 곳으로서 자연생태의 보존과 함께 공존과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중국, 일
본 등 동북아시아인들이 제주도의 자연을 사랑하며 쉬고 즐기기 위해 제주도를 찾을 때,
세계평화의 섬은 자연 환경 보전의 모범을 보이면서 세계 시민적 차원의 국제 이해를 갖
춘 곳으로 21세기 제주도의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차원
의 자립형 지방화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이 크다. 세계평화의 섬 사업과 연계된 지역개발
과 국제회의 산업,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인프라 구축은 제주형(形) 경제의 활성화와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자연 특성인 청정 환경과 평화라는 이미지를 연결하
여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방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외국관광객의 무
비자입국 확대실시, 관광 기반 시설의 확충, 평화의 섬과 관련한 각종 문화 이벤트, 국제
평화회의 및 분쟁해소 회담의 개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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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세계평화의 섬 지정 연혁 및 경위
1. 지정 연혁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지정을 위한 논의가 태동하게 된 계기는 1991년 한소정상회담
이었다.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공식지정되기까지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의 지정과 관련된 주요연혁은 아래와 같다.
■ 1991 한·소 정상 회담(4. 19~20) 이후 평화의 섬 지정 논의
■ 2000 「제주도개발특별법」(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장 52조, 53조에 법적 근거 마련
■ 2001. 6.15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 제주평화포럼 개최(격년제)
■ 2001~2005 정상 방문을 기념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추진
■ 2003~2004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안」 마련
■ 2004. 6 도·시·군 및 도민 의견 수렴, 제주도의회 보고
■ 2004. 7. 26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안」 정부(건교부) 제출
■ 2004. 8~11 관계부처 협의 완료 (동북아시대위원회 주관)
■ 2004. 12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추진위원회 심의 완료
(위원장: 국무총리)
■ 2005. 1. 27 세계평화의 섬 지정(대통령 재가)
■ 2007. 7. 1 「제주평화헌장」 선포
■ 2007. 7. 3 기념비 제막식

2. 지정 경위

1) 논의의 태동(1991)

세계평화의 섬 지정 1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201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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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소 정상회담은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
착과 동북아 질서의 재편성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1991년 5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태평양의 평화 유지
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당시 미 켄터키 대학의 문정인 교수(현 연세대 교수)와 제주대학
교 고성준, 양영철 교수가 “신혼여행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
서 부터였다.

2. 평화의 섬 구상 제시(1991)
1991년 6월부터 10월까지 평화의 섬 관련 구상이 제시되었다. 6월 30일 개최된 제주
국제협의회 창립 기념 학술회의 “제주의 지정학과 국제화: 과제와 전망”에서 “동북아와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상”과 “동북아 질서와 제주도: 평화의 섬 구상을 위한 제언” 등의
논문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어 제주국제협의회는 ‘평화와 번영의 제주’라는 대주제 하에 10월 15일부터 2일간 ‘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등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냉엄한 현실, 요원한 평화”,
“평화의 섬을 위한 제언”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여기에서는 평화의 섬을 첫째 제주도의 비무장화, 둘째 평화와 질서를 위한 중심지화,
셋째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 센터화와 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 넷
째 평화의 섬을 행동화하는데 능동적이고 지역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제주도민, 다섯째 평
화의 개념과 일치하는 균형되고 분권화되며 자생적인 발전을 위한 장소로 개념화하였다.

3. 공론화의 첫 시도: 평화의 섬 선포를 위한 실천전략 세미나(1998)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는 1998년 2월 27일, 대선 공약으로 제주를 평화의 섬으
로 지정, 선포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여건을 토대로 실천전략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
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주 평화의 섬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구축전략”, “평화의 섬 선
포를 위한 모델선정 및 법, 제도적 검토”에 관한 주제 발표와 제주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이 전개되어 도민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공론화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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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 조항 신설(2000)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가져오게 된 계
기로서 1999년 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제9장)’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5. 제주 평화의 섬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주를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관·민 성
격의 기구로 ‘제주 평화의 섬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제반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였다.

6. 제주평화포럼의 정례적 개최
제주도는 2000년 6월 6.15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인 2001년에 제1회 제주평화포
럼을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제주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2년 6월에는 세미평화포럼을 개최하였고, 2005년 6월
에는 제3회 제주평화포럼이 개최되었다. 2015년 현재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그 명칭과 범위를 확대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7.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2001~2005)
세계 정상들의 제주 방문을 기념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가 건립되어 2006년 9월 22일
에 개관하였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의 평화 정신과 남북 평화 교류 역사, 제주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등의 자료를 전시함과 동시에 외국의 주요 정상들을 밀랍인형으로 제작
하여 평화 관련 전시 및 교육의 장이자 관광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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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계평화의 섬 정의 및 선언문
1. 세계평화의 섬 정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평화를 브랜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논의의 장이자 국
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완충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다.
세계평화의 섬에서 추구하는 평화의 개념은 ‘모든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
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
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적극적 평화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사
회구성원 간의 지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평화를 창출하고 확산하며, 건설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하는 노무현 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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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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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영문 번역본)
Declaration of the Designation of the World Peace Isl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designates Jeju
Island as the World Peace Isl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Special Act of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t will support Jeju Island in its quest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in the traditional peace spirit called Sammu - the "three lacks" of
beggars, thieves and gates. It is our desire to transform the tragedy
of the April Third Uprising into reconciliation and mutual prosperity
which will facilitate the continuation of peace settlement activities
through summit talk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implement the following for Jeju Island to fulfill its function and
role as the World Peace Island.
- The Government will announce to the world that Jeju Island is the
World Peace Island and will subsequently implement a variety of
projects for the full development of the World Peace Island.
- The Government will foster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her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re the hallmark.
- The Government will support peace-practicing projects on Jeju Island
for the enhancement and expansion of world peace.
■ With the official designation of Jeju Island as the World Peace Isl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proclaims at home
and abroad that it will step up its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world peace.
January 27, 2005
President Roh M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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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계평화의 섬 추진 전략
1. 세계평화의 섬에서 추구하는 평화의 개념
세계평화의 섬에서 추구하는 평화의 개념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의 적극적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 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1. 평화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관
점에서 보는 것이다. 소극적 입장에서의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바
로 평화라는 소극적 생각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평화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다.
2.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1978년 제33차 UN총회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
라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평화의 적극적 개념에 힘을 실어주는 예라 할 수 있
다. 전쟁 부재의 단계를 넘어 재발을 막는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욕구,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구축하여 나가는데 있음을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다.

2. 세계평화의 섬 추진 전략
세계평화의 섬은 평화 사업을 적극 실천하는 ‘평화의 창출’과 평화에 대한 연구, 협력
활동을 통해 평화를 확산하는 ‘평화의 확산’, 평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건설’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평화의
창출

평화의
확산

평화의
건설
평화의 제도화

평화 연구활동

평화사업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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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인 평화의 창출 단계에서는 활발한 평화사업의 실천을 통해서 평화를 창출함
을 목적으로 한다. 첫 단계의 주요 평화사업과 그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주요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제주를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로 육성
- 제주평화포럼을 아·태 대표 포럼으로 육성
- 정상방문을 기념하는 전시·교육 공간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위한 제주4·3의 해결
평화의 창출 단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으로 평화의 확산 단계를 추진한다. 평화의 확
산 단계에서는 평화연구 및 교류를 통해 평화를 확산하는데, 그 주요 활동 및 목표는 아
래와 같다.
- 평화연구의 중심역할을 수행 할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 남북관련 회담 및 민간교류 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다자간 경제협력체 유치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 전개
평화의 창출, 평화의 확산에 이어서 마지막 단계인 평화의 건설 단계에서는 평화의 정
착과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평화의 건설단계에서 수행하게 될 주요 사업과 목표는 아
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 환경, 인권, 교통 등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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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주평화헌장 선포 현황
1. 제주평화헌장 제정 배경
2005년 1월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성공적으
로 가꾸어 나가려는 제주인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일상 속에서 평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제주평화헌장을 제정하였다.

2. 제주평화헌장 추진 경위
제주평화헌장의 제정과 관련된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다.
■ 2006. 2. 23 제주평화헌장 제정 방침 결정
■ 2007. 3. 23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헌장 시안 확정
■ 2007. 4.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고
■ 2007. 7. 1 제주평화헌장 선포
■ 2007. 7. 3 기념비 제막식

제주 평화헌장 기념비
 제주국제평화센터 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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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내용

<제주평화헌장>
우리 제주사람은 예로부터 삼무(三無) 전통과 수눌음 정신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왔다. 외부 세
력의 억압과 침탈을 이겨내고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면서 ‘세계평화의 섬’을 선포하기
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평화 사랑의 전통을 바탕으로 민족 화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
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천혜의 자연을 아끼고 보전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를 이룩한다.
1.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종·문화·종교·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을 키워나간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삶의 터전을 가꾼다.
1.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관용과 화합의 사회를 구현한다.
1.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국제 연대를 통하여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
2007년 7월 1일
세계평화의 섬 제주

3. 기대효과
제주평화헌장의 제정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
에 기여한다.
둘째, 적극적 평화협력 및 실천활동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
제교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세계평화의 섬 사업과 연계된 지역개발과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넷째, 제주를 찾은 관광객 및 내외국인들에게 평화교육 및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다섯째, 제주의 평화 이미지 각인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토대 마련 및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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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제1절 세계평화의 섬 사업
1. 세계평화의 섬 사업 개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은 2005년 1월 27일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로 관계
부처의 협의, 국제자유도시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관계부처의 지원
등이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17대 사업 내용은 사업 내용별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분류해 보
면, 동북아 교류협력 5개, 제주4·3관련 사업 4개, 다목적 평화 인프라 구축 사업 5개,
한반도 평화정착 사업 3개이다. 이들 사업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모슬포 전적지 공원(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와 무상양여 문제 등에 의하
여,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등은 제주프로세스(안보협의체) 논의 부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위의 2개 사업이 정체사업으로 평가
되고 있다.

2. 세계평화의 섬 사업 향후 추진 계획
세계평화의 섬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 시대 변화에 맞추어 사업을 재
조정하는 등 도민 위주의 평화사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평화의 섬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지원
순번

사업명

시행자
총 계

사업기간

계

2005 지방비
~2015

추진상황

비고

176,830 16,350 103,783 56,697

1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외교통상부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2005
20,000
~2008

2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2005
비예산
~2012

3

제주국제평화
센터 컨텐츠
확보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2003
25,08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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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까지

15,000

5,000

13,250 11,83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2006.3.24.)
제주포럼 주관, 국제교류 세미나 등 개최

완료

외국정상 등 39인 섭외 및 설치완료
- 국내외 정상(24), 유명인사(15)

완료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2006.9.22.)
※국제평화재단에 관리 위탁

완료

3부

4

모슬포전적지
공원조성
(가칭 제주
평화 대공원)

5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6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문화정책과)

2017
~2021

2,613

1,100

진입로정비 및 등록문화재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완료
1,513
도시관리계획반영
특별법 개정안(국유지 무상양여)제출
특별법 개정(2001. 5월)

통일부 제주자치도
2005 이후 비예산
(평화협력과)
제주자치도
(감귤특작과)

1998 이후 20,749

4,550

추진중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개최(2005. 12. 1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개최(2006. 6. 3~6)

완료

6,473

9,726

사업기간:1998~2010
물량:감귤(48,328톤), 당근(18,100톤)

완료

2,746

제1회~5회 제주평화포럼(격년제):2001~2009
제6회부터 연례화(2011. 5. 27.)
제주포럼으로 명칭변경
7,144 제7회(2012. 5. 31~6. 2)
제8회(2013. 5. 29~31)
제9회(2014. 5. 28~30)
제10회(2015. 5. 20~22)

계속
사업

7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2001 이후 10,490

8

제주4·3평화
공원 조성

제주자치도
(4·3사업소)

2002 이후 71,200 11,200 60,000

9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

제주자치도
(4·3사업소)

2006 ~

10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

2005 이후 비예산

중학교 검정교과서 9개

완료

11

제주4·3추모일
지정

″

2005 이후 비예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3년 6월), 시행령 개정(2014년 3월)
- 2014. 4. 3, 정부주관 추념식 거행

완료

동북아 물교육
제주자치도
12
중심지로 육성 (미래전략산업과)
13 평화교육 지원

14

평화관련 국제
회의 제주개최

국제기구 설립
15
또는 유치

16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17

남북민족평화
축전개최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

2006
~2012
2005 이후

600

8,840

4,914

15,000

-

-

249

-

-

2005 이후 비예산

4․3평화공원(1~2단계) 조성완료
섯알오름 학살터 정비 등 16개소 사업추진
3,926 (완료 8, 추진중 8)
옛 주정공장터 토지매입 추진 중

추진중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2009. 1)
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 착공(2011. 9)
15,000
산업단지 준공(2012. 12)
※ 조성위치:구좌읍 한동리 일원(195천㎡)

추진중

평화아카데미 운영(2006~2015)
- 101회. 12,079명

계속
사업

한·중·일 외교안보회의
한·유엔 합동국제군축비확산 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
한·중동 협력포럼 등

추진중

249

MOU체결(2010. 3. 30):도⟺UNITAR⟺국제평화재단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개소(2010. 10. 13)
2,300
인간안보, 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총 47회
342개국 1,283명 참여

″

2005 이후

2,600

-

300

외교통상부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2005 이후

-

-

-

제4회 제주평화포럼시 동북아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위한 ‘제주 프로세스’ 실행 제안

-

-

남북평화축전 개최(2003. 10. 23~27)

통일부
통일부 제주자치도
2005 이후
자체
(평화협력과)

추진중

완료
(UNITAR
운영
지원)
추진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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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추진 현황
1.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1) 개요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원하였다. 대한민국 외교부(구 외교통상부) 150억원 및 제
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 50억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
은 평화연구 및 학술회의, 평화네트워크 구성, 평화브랜드 개발 육성, 평화교육 및 홍보 등
을 수행하고 있다.

2) 설립 배경
중국 등 주변국 간 경합구도 하에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현으로 평화거점을 육성시킬 필요성을 통감하고, 제주4·3사건의 아픔을 평화로
승화시킨 역사적 배경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평화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
자치도의 동북아 평화거점화 방안」이
2005년 1월 17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제주 평화거점화 방안의
핵심요소로 삼고자, 대통령의 설립 지
시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구체적인 설
립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평화연구원
이 개원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 현판식

3) 추진 과정
제주평화연구원은 2001년 6월에 열린 제1회 제주평화포럼에서 남북평화센터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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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에 설립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의 체계적 연구 수행을 위한 물적·제
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결의한 「제주평화선언문」을 채택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2002년 4월, ‘(가칭)남북평화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2005년 1월 4
일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에 ‘(가칭)동
북아평화연구소’ 설립안이 반영되었고 1월 7일에는 「제주 평화거점화 추진방안」이 대통령
에게 ‘동북아시대 위원회’를 통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31일, ‘국제평화재
단’이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등기를 마치고 그 부설 연구원으로 ‘제주평화연구원’
이 같은 해 3월 24일 개원되었다. 또한 국제평화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200억원(국비 150
억원·지방비 50억원)의 기금이 출연되었다.

4) 설립 취지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중심체로서, 그리
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평화거점화 사업의 결정체로서 설립되었다. 제
주평화연구원은 평화의 핵심 주체로서 평화포럼 주관, 평화연구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
여 ‘오슬로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PRIO)’,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East-West Center: EWC)’ 등에 견줄 수 있는 세계적 평화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 있
다. 또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정착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
지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다양한 교육활동, 폭넓은 교류활동을 통하여 한
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협력 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평
화와 번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
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
러 폭넓은 평화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을 지향하고 있다.

5) 현황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를 「JPI 정책포럼」, 「JPI PeaceNet」 등의 출간물로 펴내 국내외 학계,
정부 기관 등에 널리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제주포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개원 이듬해인 2007년 6월 21일~23일에 열린 제4회 제주평화포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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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2015년 5월 20~22일 개최된 제10회 제주포럼(대주제: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
시아를 향하여)까지 그동안 모두 7차례의 제주포럼을 주관하였다.

2.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1) 국제평화센터 개요
1991년에 한·소 정상회담, 1996년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제주도가 세계적인 정상회담 명소로 부상하면서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자 이의 가시화 차원에서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건립이 본격 추진되었
다. 구상 단계에서는 ‘(가칭) 정상의 집’으로 불리기도 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2006년 9
월 22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관광단지 내)에 개관되었다.
국제평화센터는 제주도를 방문한 세계 정상들의 모습을 밀랍인형으로 만들어 전시하는
한편,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배경 및 과정 등을 각종 첨단 전자장비를 동원하여 생생
하게 보여줌으로써 평화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다.

2) 기능
국제평화센터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기능으로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먼저, 평화
기능으로 학술회의 및 국제교류, 평화연구 등을 통한 세계평화를 구현하고 둘째, 교육기
능으로 전시실을 활용하여 평화교육 및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셋째, 역사기능으로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배경과 제주 방문 정상들의 자취를 형상화하며, 마지막은 홍보기능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 관람객들에게 홍보한다.

3) 시설 규모
중앙홀(766.31㎡)에는 안내데스크, 매표소 등이 있으며 제1전시실 (470.06㎡)에는 제
주평화정신의 배경, 삼무정신의 문화적 지리적 배경, 역사적 사건과 1990년대 이후 방
문한 각국 정상 등에 관한 기록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실(353.27㎡)에는 국가
및 제주 차원의 평화 실천 사례로 UN가입, 2002월드컵, 남북한 민간교류, 제주평화포
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3전시실(890.64㎡)에는 평화 활동에 이바지한 정상 및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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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밀랍인형 39인이 제작 전시되어 있다. 제주를 방문한 정상들과 제주에서 TV드라마
등을 촬영한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본인의 허락
을 받아 제작되었다.

(1) 정상 들의 정원: 24인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르바초프, 빌 클린턴,
고이즈미, 하시모토(정상회의 참가 정상), 메리 멕컬리스, 오브치 게이죠(제주 방문 정상),
반기문 UN사무총장,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테인셔인 미얀마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아피싯 태국 총리, 부아손 라오스 총리(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 정상), 넬슨 만델라 등
국가 정상급 인사들과 마더 테레사, 간디, 아웅산 수지(노벨평화상 수상자),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정주영 前 현대 명예회장 등 사회저명인사들의 밀랍인형이 전시되어 있다.
(2) 테마가 있는 정원: 15인
한류 바람을 일으킨 배용준, 이병헌, 이영애 등을 비롯하여 고상돈, 성룡, 고두심, 히
딩크, 서태지, 조수미, 정명훈, 전도연, 손기정, 박세리, 홍명보, 양용은 등의 밀랍인형이
전시되어 있다.
이외에 기획전시실(321.33㎡)과 세미나실(185.48㎡) 등이 갖추어져 있다.

국제평화센터 내 ‘정상들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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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국제평화센터 콘텐츠 확보
1) 개요
2006년 9월 22일에 개관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탁에 따라 현재
국제평화재단이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고, 제주평화연구원, UNITAR 제주국제훈련센
터 등이 입주해 있다.
국제평화센터는 부지 27,881㎡, 연면적 7,122㎡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03년 3월 20일에 착공하여 2006년 4월 30일에 완공하였으며, 국비 13,250백만원
(특교세 8,000포함), 복권기금 11,000백만원, 도비 839백만원 등 총 25,089백만원이 투
입되었다.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정식 개관한 것은 2006년 9월 22일이며 제주평화연구원,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등이 입주기관으로 들어서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
평화센터 간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위탁계약에 따른 것이다.

2) 현황
2006년 3월 15일,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22일 제주
국제평화센터가 개관하였다.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간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평화재단
간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위탁협약이 체결되었다(최초 위탁일: 2006. 8. 25). 「위·수탁협약서」
제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객관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 및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4년도 위탁운영비는 3억 3천 3백만원(출연금)이다.

국제평화센터 전경
<국제평화센터 관람객 입장 현황>

국제평화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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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센터 관람객 입장 현황>
연도별

총 관람인원(명)

유료관람(명)

무료관람(명)

(2015.11 기준)

입장수입(천원)

2006. 9. 22~

8,305

8,305

7,884

2007

24,758

24,758

20,437

2008

3,536

3,536

2,345

2008

186,162

186,162

-

2009

438,647

438,647

-

2010

533,113

533,113

-

2011

487,928

487,928

-

2012

281,368

209,209

72,159

124,248

2013

188,133

133,320

54,813

80,319

2014

144,194

81,151

63,044

53,594

2015

116,676

66,765

49,911

40,774

2,412,820

527,044

1,885,777

329,604

계

비 고

유료관람

무료관람

유료관람

4.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1) 개요
정부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모슬포 전적지 공원(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은 일제 강점기에 제주도민의 강제 노역으로 조성된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각종 전적지를 평화 테마의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미 기반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 완료되고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된 상태지만,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국유지의 무상 양여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 기본계획
모슬포 전적지 공원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로, 전
체면적은 185만㎡으로 국유지 169만㎡ (91.3％), 사유지 16만㎡ (8.7％) 등으로 구성된
다. 사업내용은 우선 전적지 정비와 관련하여 격납고(19개소), 동굴진지(2개소), 고각포
진지(2개소) 등을 조성하고 이어 지원시설로 전시·지원관, 교육실, 시청각실,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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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1년에 걸쳐 총 748억원(국비 285.5, 지방비
285.5, 민자 177)을 투입하게 된다.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사업기간

계

2017~2021

74,868

2017

2,000

1단계
(준비단계)
2단계
(성숙단계)
3단계
(완성단계)
4단계
(완성단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 부지 확보(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 보상 실시
- 각종 설계(실시설계 포함)
- 격납고(19), 동굴진지(2), 고각포진지(2) 등 전적지

2017~2018

19,952

복원·정비
- 기반시설 공사(관람로, 휴게시설 등)
- 1영역(회의시설,전시관,주차장,식당,전망대)

2019~2020

35,148

- 2영역(주차장,관리·휴게시설,게이트웰)
- 광장영역 및 기반시설 등

2020~2021

17,768

-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등)
(민간부문사업)

3) 추진경과
2009년 4월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
항 건설과 관련해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특례규정을
신설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에 개정된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신설된 제155
조 제3항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
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양여해 달라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 ‘대체부지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8. 1 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문광부)
- 평화대공원조성 571억원(국비 286, 지방비 285)
■ 2007. 10~2008. 5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기본계획 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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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수행 : 제주발전연구원(용역비 1.7억원)/주민설명회 3회
■ 2009.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체결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부-제주특별자치도 간 체결된 기본협약(MOU)>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
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자
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009. 4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행안부)
■ 2009. 12 「제주특별법」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특례규정 신설
- 국무총리실 제주자치도위원회 주관으로 국방부 등과 협의
■ 2010. 3 도시관리계획 반영·고시(문화·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국방부, 기획재정부 의견 →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수용
■ 2011. 5 「제주특별법」 개정(제155조 제3항 신설)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
155조의 2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
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 법 제155조 제2항 제5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 2011. 8. 26 국유지 양여 관련 국방부 방문 협의(제주도 평화협력과장 외)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 협약서에 의한 무상근거 법령 마련에
따른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가 사용
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 건의
■ 2011. 10. 25 국유지 무상양여 건의에 대한 공문 회신(국방부→제주자치도)
- ‘대체부지 제공 조건’으로 협의 후 양여 가능
■ 2012.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반영(문광부, 국방부)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비 748억원, 대체부지 제공 조건 양여)

4) 공원 조성 추진 현황
관광코스 개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합의하여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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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 중이며, 총 2,613백만원(국비: 1,100, 도비: 1,513)이 투입된
다. 우선 4·3사업소가 주도하여 섯알오름 학살터를 정비하였고, 위령탑(1개소), 진입로
(L=298m), 주차장(A=3,068㎡) 등을 조성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우수 처리시설을 완비
하였다. 사업비는 950백만원(국비)이 소요되었다. 둘째, 문화정책과가 주도하여 등록문
화재를 복원 및 정비하였다. 격납고(3개소), 지하벙커(1개소) 안내간판 등을 조성하였다.
사업비는 300백만원(국비: 150백만원, 지방비: 150백만원)이 소요되었다. 마지막으로
평화협력과가 주도하여 진입로(L=728m), 주차장(A=2,909㎡)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
으며 사업비는 1,363백만원(지방비)이 소요되었다. 비용 관련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2007, 2008년도): 662백만원
- 제주평화대공원 기본계획 용역(2008년도): 171백만원
- 편의시설 공사 및 평화소공원 토지 매입(2009년도): 201백만원
- 섯알오름 전적시설 정비공사(2009년도): 328백만원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 전적지) 조성 면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필지수

면적(㎡)

제주평화대공원 부지면적

157

1,849,672

국유지(국방부)

52

1,682,204

공유지

12

6,509

사유지

93

160,959

5.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제주도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남북회담의 적격지로
부상하였다. 제주도는 남북 간의 이해 상충이 적은 곳일 뿐만 아니라 경호상의 편의에다
국제적 관광지라는 메리트까지 덧붙여져 본격적인 남북화해시대를 여는 회담 공간으로
서 각광을 받고 있다.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 특사회
담과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제3차 및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원회 제12차 회의 등은 제주도가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거점으로서 적격지임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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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특사회담(2000. 9. 12~13)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0년 9월 12일, 남북 특사회담이 제주에서 열렸다. 당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대남관계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던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제주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임동원 국정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8월 북한을 방문한 우리 측 언론사 사장단에게 한라산
에서 일출을 감상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으며, 남북 특사회담은 6·15선언의 합의사항이
기도 한 김정일 위원장의 우리나라 답방과 관련한 사전답사가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
으키면서 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남북 특사회담에서 양측은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서신교환 문제, 국방장관회담 및 경
제실무회담의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2)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2000. 9. 24~26)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
을 함께 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은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 당
국자 간 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 결과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와 관련 쌍방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도록 협의
한다”고 합의하였다.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0년 9월 25~26일 이틀에 걸쳐 제
주에서 열렸다.
당시 남한의 조성태 국방장관과 북한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마주 앉은 이 회담은
무엇보다 남북분단 사상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남북
쌍방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6·15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
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 제3차 장관급회담(2000. 9. 27~30)
제3차 장관급회담은 남북 특사회담과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연이어 2000년 9월 27~30일
제주에서 열렸다. 당시 남한의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북한의 전금진 내각참사가 대표가 된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 81

1장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이 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조치,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회담기간 중 북한의 전금진 내각참사는 제주도민의 감귤 보내기 운동
에 감사한다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4) 제17차 장관급회담(2005. 12. 13~16)
제17차 장관급회담이 2005년 12월 13일~16일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남한의 정
동영 통일부장관과 북한의 권호웅 내각참사를 대표로 한 이 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남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표명과 토론, 국군포로 및 납북
자 송환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화상상봉과 금강산에서의 상봉행사 및 개성공단의 2단계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5)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2006. 6. 3~6)
남한의 박경원 재경부 제1차관과 북한의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한 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는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
험운행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을 합의하였다.

6.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과잉 생산된 1998년산 감귤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중에 제주도 내 종교계 일각에
서, 제주 특산물인 감귤을 북한에 보내면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도
움이 되고 감귤 가격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북한 감귤 보내기 운
동이 첫 시동을 걸었다.
나아가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이들은
‘새천년맞이 북한에 감귤 보내기 제주도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00톤의 감귤을 1998년
1월 대한적십자사의 중재로 북한에 처음 보냈다.
감귤을 전달받은 북한당국은 분배 확인차 방북한 제주의 종교계 인사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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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1) 제주평화포럼 개최 배경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
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출범하였다. 2001년 ‘제주평화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한 이래 2011년 제6회 포럼까지 격년제로 개최되었다.
제6회 포럼부터 명칭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 제
7회 제주포럼부터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
아시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창
의적 발상에 기초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세계평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
되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
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 협력, 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
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 개최 목적
정·관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지
역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고 세계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 아시아 대표 포럼
으로 성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개최 의의
첫째, 아시아지역 국가정상의 참여를 통해 동아시아 및 범세계적인 인적·지적 네트워
크 증진을 통한 실질적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둘째, 기업가 등이 참석, 동아시아의 경제협
력 증진을 위한 경제패널을 강화하여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하기 위
해 충분한 역량과 전통을 구축하며, 셋째,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 포럼 개최지로서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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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평화선언문

제주평화선언문

우리는 2000년 6월 15일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고, 동북아 공동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우리는 평화가 공동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만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평화구조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상호 관용과 인내, 그리고 화해
에 기초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만이 냉전의 마지막 고도인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통일을 실현시
키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하여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공동 평화와 번
영의 차출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우리는 2002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민족화해정신을 계승하고,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
기 위해 제주평화포럼을 정례화 시켜 나간다.
-. 우리는 이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성문화 되어 있는 ‘평화의 섬, 제주’ 정신을 제주평화포럼에 반영, 계
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제주도가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의 구축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제주평화포럼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를 총망라하는 평화와 번영의 지식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분쟁 예방 및 해소, 신뢰와 평화체제 구축, 평화정신의 보편적 확산과 국가간의
자유로운 관광교류의 확대, 그리고 연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 우리는 제주평화포럼을 계기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센터」를 제주에 설립하여 한
반도와 동북아의 공동평화와 번영의 체계적 연구 수행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
을 결의한다.

2001년 6월 17일
제주평화포럼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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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 포럼 개최 현황
의제
(세션수)

주최

주관

후원

제1회 동북아의 평화와
(2001. 6. 번영을 위한 평화·안보
15~17) 제주평화포럼
(5)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통부, 행자부,
문광부, 연세대,
제주대

제2회
동북아
(2003. 10. 평화공동체의 평화·안보
30~11. 1)
건설
(10)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연세대

대통령자문정책
기획위원회,
외통부, 제주대

구분

주제

제주도, 연세대,
제3회
외통부, 건교부,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제주대,
제주발전연구원
(2005. 6.
동북아시대위, JDC
공동체의 건설
(15)
동아시아재단
9~11)
제주도,
외통부, 건교부,
제4회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 동아시아재단, 제주평화연구원
정통부,
(2007. 6.
평화와 번영
(23)
국제평화재단
동북아역사재단, JDC
21~23)
제주도,
외통부, 국토해양부,
제5회
상생과 공영의
평화·경제 동아시아재단, 제주평화연구원 미래기획위원회, JDC,
(2009. 8.
동아시아 질서
(28)
국제평화재단
KF
11~13)
제주도,
제6회 새로운 아시아:
평화, 경제,
동아시아재단, 제주평화연구원
(2011. 5. 평화와 번영을
환경, 문화,
국제평화재단
27~29)
위하여
(64)

외통부, 국토해양부,
미래기획위원회
JDC, Assist, KF
(14개 기관)

외통부, 한경비지니스,
제주도,
평화, 경제,
제7회
차이나매거진,
동아시아재단,
새로운 트렌드와
제주평화연구원
환경, 문화,
(2012. 5.
인간개발연구원, JDC,
국제평화재단,
아시아의 미래
여성,
31~6. 2)
Assist, KF 등 19개 기관
중앙일보
(60)
외교부, 국토교통부,
JDC, 국립외교원,
제주도,
외교안보,
제8회
대한국제법학회,
아시아의 경제, 환경,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2013. 5.
동북아역사재단,
새로운 물결 문화, 지역 동아시아재단,
29~31)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등
개발, 여성 중앙일보
22개 기관
(52)
외교부, 국토교통부,
JDC,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도,
외교안보,
제9회
제주대학교, 동북아역
새로운
경제, 환경,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2014. 5.
사재단,
아시아 설계 문화, 지역 동아시아재단,
28~30)
한중지역경제협회 등
개발, 여성 중앙일보
29개 기관
(64)
외교부, JDC, 국립외교
원, KB국민은행, 글로
제주도,
제10회 신뢰와 화합의 외교, 경제,
벌녹색성장연구소, 대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2015. 5. 새로운 아시아를 여성, 문화,
한국제법학회, 동북아
동아시아재단,
향하여 글로벌 제주
20~22)
역사재단, aSSIST 등
중앙일보
(63)
25개 기관

참가자

주요 참석자

•김대중 대통령
9개국 •나카야마 타로(전 일본 외무장관)
350명 영상메세지 전달
- 부시(전 미국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윤영관(전 외통부 장관)
8개국
•윌리암 페리(전 美국방장관)
450명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총리)
•이해찬 국무총리
10개국 •한승수(전 유엔총회의장)
500명 •그레이(전 주한대사)
•천 지첸(전 중국 부총리)
•노무현 대통령
13개국 •프리마코프(전 러시아총리)
500명 •피델라모스(전 필리핀대통령)
•송민순(외교통상부관)
•한승수 국무총리
13개국 •반기문(유엔사무총장)
650명 •존 하워드(전 호주수상)
•왕임팬(전 중국외교부장)
•김황식 국무총리
23개국 •아로요(필리핀 전 대통령)
1,880명 •자오지청(중국 정치협상회의 주임)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성 운동가)
•김황식 국무총리
•오무르벡 바바노프(키르키즈스탄 현총리)
36개국
•폴존키팅(전 호주 총리)
3,148명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마하티르 모하마드(말레이시아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일본 전 총리)
49개국
•짐 로저스(투자 전문가 및 저술가)
3,672명
•프레다 미리클리스(전문직여성세계연맹 회장)
•시모무라 하쿠분(일본 문무과학성 장관)
•줄리아 길라드(호주 전 총리)
•살람 파야드(팔레스타인 전 총리)
58개국
•칼리피오리나(휴렛패커드 전 CEO)
3,734명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한승수(전 국무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독일 전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62개국 •후쿠다 야스오(일본 전 총리)
3,788명 •존 하워드(호주 전 총리)
•존 클라크(캐나다 전 총리)
•리샤오린(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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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주평화포럼(2001)

제2회 제주평화포럼(2003)

제3회 제주평화포럼(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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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주평화포럼(2007)

제5회 제주평화포럼(200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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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2012)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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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2015)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2015)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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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4·3평화공원 조성
1) 개요
역사 이래로 영웅만을 기념하던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민초들의 역사를 기념하기
시작했다. 제주4·3평화공원은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
를 열어가기 위한 평화 인권기념공원이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제주4·3사건에 대
한 공동체적 보상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4·3특별법 공포(2000), 공원부지 매입, 조성 기
본계획 연구 용역, 현상공모, 건축공사, 전시물 제작 및 설치 등에 이어 2008년 3월 28일
개관하게 되었다.

제주4·3평화기념관

2) 전체 현황
제주4·3평화공원은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면적은 395,389㎡ (조성면적: 21,031㎡)이다. 총 사업비는 712억원(국비)가 소요되었으
며 2단계까지 592억원이 투자되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예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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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단계 추진 실적
1단계 기본 계획은 2002년 3월 14일, 2단계 기본 계획은 2004년 3월 9일에 4·3중앙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단위: 백만원)
구분

1단계

2단계

사업기간

2001~2003

2004~2008

사업비

11,200

48,000

주요
사업내용

•위령탑: 1식(50m×8m)

•4·3평화기념관(전시시설)신축:11,455㎡(지하2/지상3)

•위령제단: 774㎡(43m×18m)

•위패봉안실 신축: 487.59㎡(지상1)

•추념광장 및 기반시설

•기반시설·조경시설 등

4) 3단계 조성사업
총 사업비 120억원(국비)을 투자하여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단계 조성사
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3년 30억원, 2014년 40억원, 2015년 34억원 등 총 104억원
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16억원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체험관, 평화의 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위: 백만원)
당초
사업별

주요시설

합계

변경
사업비

사업별

주요시설

12,000

사업비

비고

12,000

4․3평화
교육센터

다목적실, 회의실,
정보검색실 등

6,000

4․3평화
교육센터

고난극복
체험관

과거, 현재,
미래체험관

2,400

고난극복
체험관

위령탑이전 및
연못수질개선
사업

중앙조형물의
재배치 및 영혼의
불꽃 시설 등

1,600

연못수질
개선사업

평화의 종 설치

전통적인 기법
제작 등

2,000 평화의 숲 조성

다목적홀, 세미나실,
체험관, 영상실 등
10,400
2,821.21㎡
(지하1/지상2)

연못 및 주변정비

숲 조성 및
산책로 등

설계
용역비
포함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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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상황
■ 2001. 4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1단계(2001~2003) 위령과 추모(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 2단계(2004~2008) 기록과 기념(4·3사료관, 전시시설, 조경시설)
→ 3단계(2014~2016) 승화와 확산·교류(4·3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 2007. 10. 3단계 기본계획 4·3중앙위원회 심의
■ 2009. 6. 3단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완료(제주발전연구원)
■ 2011. 1. 26 중앙위원회에서 3단계사업(120억) 심의·의결
■ 2012. 6. 29 자치단체보조금 확정 통보(30억원)
→ 2012. 12. 31 기획재정부에서 자금 미배정으로 불용
■ 2012. 7~2014. 7 4·3실무위원회 및 공원조성자문위원회 자문(8회)
■ 2014. 2. 19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계약: 2014. 4. 1)
■ 2014. 5. 22 대지확정에 따른 검토요청(공간 건축: 실정 보고)
- 발주청에서 제시한 대지가 협소하므로 공원 북쪽으로 위치 변경 검토
■ 2014. 5. 30 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 보고
- 건축 위치는 유족회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함이 바람직하므로 부지선정 유보
■ 2014. 5. 30 건축부지 위치선정시까지 용역 일시중지
■ 2014. 6. 11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 제출
- 북쪽(야외 화장실)을 건축부지로 선정 요청
■ 2014. 6. 25 제주4·3실무위원회 및 공원조성자문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 2014. 7. 8 관련전문가 대책회의
- 참석: 박찬식 4·3추가진상조사단장 외 전문가 3명 및 공무원 4명
- 회의 결과
 3단계 조성사업인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3단계 조성사업 마무리
 향후 유족회, 4·3사건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공원내 미비점 보완 및 신규사업
등을 발굴 추진하여 평화의 성지 완성
■ 2014. 7. 11 제주4·3실무위원회 및 공원조성자문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 2014. 7. 14 용역 재개(용역기간: 2014. 4. 1~11. 10)
■ 2014. 7. 22 용역중간보고회 개최(실무위원회, 유족, 4·3단체 등)
■ 2014. 10. 15 용역최종보고회 개최(실무위원회, 유족, 4·3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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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2. 26 평화교육센터 건립공사 계약(착공: 2014. 12. 30)
- 공사기간: 2014. 12. 30~2016. 1. 23
■ 2015. 10. 31 기준 공정율: 61%

6) 향후 추진 계획
2016년에는 고난극복체험관 내 전시체험시설 공사 발주와 평화의 숲 조성 및 연못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7) 향후 활용 방안
4·3국제평화포럼 및 4·3사건 관련 각종 학술행사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4·3
평화공원이 세계 인권/평화의 성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유치할 계획
이다. 또한 도내·외 초·중·고등학생 평화교육도 장기(연 8회, 각 1주), 단기(주 5회, 8시간)
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8) 시설 현황 및 배치 계획
제주4·3평화기념관
조형물(귀천)
위령탑
각명비
조형물(비설)
봉안관
위령제단
행방물명인표석
시간의 길
수변공간
추념광장
주차장
시설 현황 및 배치 계획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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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4·3유적지 보존 관리
제주4·3유적지 보존 관리는 섯알오름 학살터 등 4개소 정비 사업과 화북동지역 유해
발굴 등 8개소 조사·발굴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제주4·3유적지는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를 잘 정비해 보
존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인권 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 내
4·3유적지는 모두 598개소(제주시 401개소·서귀포시 197개소)이다.

1) 근거 및 유적지 현황
유적지 정비사업은 「제주4·3특별법」 제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다. 도내 4·3유적지 598개소(제주시 401, 서귀포시 197)를 대
상으로 사업비 14,840백만원이 책정되었다. 정비대상 유적지는 19개소(완료 8, 추진 중 8,
미정비 3)이다. 지난 2005년 11월, 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중요 유적지
19개소의 정비를 완료한 후 2차 유적지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2) 추진 상황
정비가 완료 된 유적지는 북촌 너븐숭이(학살터), 낙선동(4·3성), 섯알오름(학살터), 성산 터
진목(학살터), 진동산 뒷골장성(4·3성), 한수기 곶(은신처), 큰넯(은신처), 빌레못굴(은신천) 등
이며, 정비 중인 곳은 옛주정공장터(수용소), 수악주둔소(주둔소), 교래 북받침밭(은신처), 곤
을동(잃어버린 마을), 영남동(잃어버린 마을), 다랑쉬굴(학살터), 표선 한모살(학살터), 목시물
굴(학살터) 등이다.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유적지별
계 (16개소)
북촌 너븐숭이(학살터)
낙선동(4․3성)
섯알오름(학살터)
성산 터진목(학살터)
옛 주정공장터
진동산 뒷골장성 등 8개소
빌레못굴 등 3개소

사업기간
2006~2009
2006~2009
2007~2009
2000~2012
2001~2012
2002
2003

사업비
8,840
1,505
2,210
1,157
90
3,800
58
20

사업내용
토지 매입, 기념관, 위령비 등
토지 매입, 관리동, 성담정비 등
토지 매입, 위령탑, 진입로등
위령비, 안내간판 등
토지 매입 2필지(5,272㎡)
안내간판, 시비 등
안내간판, 진입로 정비 등

(단위: 백만원)
비고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추진중
완료3, 추진중5
완료1, 추진중2

※ 유적지 정비: 16개소(정비완료 8개소, 정비중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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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60억원(부지매입: 15억원, 정비사업: 45억원)을 투입하여 유적지를 정비하는 한편, 사
유지 54필지 38,267㎡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한 11개소(표석, 위령비, 관람로, 조경식재
등)에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유적지 정비 현황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599번지 일원에 걸쳐 2006년 12월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시설 규모는 총 부지 2,532㎡에 건물 294㎡로, 사업비 1,505백만원
(전액국비)이 투입되었다(부지 매입: 6필지 187백만원). 조성 시설로는 위령비, 기념관(4·3
사건 관련 자료 전시 및 영상물 상영), 문학기념비, 사무실, 휴게소, 주차장, 산책로, 화장
실 등이 있다.
낙선동 4·3성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718-10 일대에 걸쳐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2009년 10. 1일
에 준공되었다. 시설 규모는 총부지 12,056㎡에 건물 237㎡로 사업비 2,210백만원(전액
국비)가 소요되었다(부지 매입: 13필지 663백만원). 조성 시설 내용은 성곽복원 383m,
성 내부시설 재현(지서, 함바집, 초소, 화장실 등), 화장실 및 관리실(237㎡), 전망대 등
이 조성되었다.
섯알오름 학살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90-3번지 일대 총부지 13,076㎡에 걸쳐 2006년 1월에 시
작하여 2009년 10월 20일에 완료하였다. 1,157백만원(전액국비)이 투입되었으며(부지 매
입: 7필지 222백만원), 시설 위령탑(6m) 1개소, 진입로 298m, 추모의길(목재데크) 등
이 조성되었다.
성산 터진목 학살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4-1 일대에 걸쳐 2010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위령비
설치 및 주변 정비(조경, 잔디식재 등)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90백만원(평화재단 50, 도 40)
이 투입되었다. 또한 성산읍 4·3희생자유족회가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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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현황>
지역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598

401

197

잃어버린 마을

109

82

27

4·3성터

65

44

21

은신처

35

28

7

희생터

154

101

53

은신처 및 희생터

9

9

-

수용소

18

7

11

구 분

주둔지

83

50

33

희생자 집단묘지

6

2

4

비 석

41

25

16

역사현장

61

45

16

기 타

17

8

9

<정비대상 유적지 현황(19개소)>
연
번

유적지명
합계

위치

유형

규모

19개소

계

국비

지방비

14,840
(8,840)

10,922 3,918
(4,922) (3,918)

비고

1,505
(1,505)

1,505
(1,505)

-

2,210
(2,210)

2,210
(2,210)

-

1,157
(1,157)

1,157
(1,157)

-

165㎡

위령비,
주변정비

90
(90)

50
(50)

40
(40)

-

안내표지판
설치 등

5
(5)

-

5
(5)

완료
2006
~2009
완료
2006
~2009
완료
2007
~2009
완료
2000
~2012
완료
2002

-

종합안내판
설치 등

5
(5)

-

5
(5)

완료
2002

북촌너븐숭이
<정비>

조천읍 북촌리
학살터
1179-2번지

7,689㎡

2

낙선동 4․3성
<복원>

조천읍 선흘리
1728번지일대

4․3성

10,991㎡

3

섯알오름
<정비>

대정읍 상모리
1597-3번지 학살터
외 4필지

13,223㎡

4

성산터진목
<정비>

성산읍 고성리
학살터
24번지 일대

5

진동산
뒷골장성

한림읍 상대리
한림1리 일대

6

한수기곶

한경면 산양리
은신처
산 6번지
(무장대)
(산림청소유)

4․3성

사업비

토지 매입,
기념관,
위령비 등
토지 매입,
관리동,
성담정비
토지 매입,
위령탑,
진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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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큰 넓궤

안덕면 동광리
은신처
90번지 일대
(민)
(1필지)

20,000㎡

안내판설치
등

19
(19)

-

19
(19)

완료
2002

8

빌레못굴

애월읍 어음2리
은신처
706번지(1필지)

-

종합안내판
설치 등

3
(3)

-

3
(3)

완료
2003

9

옛 주정공장터

건입동940-4번
수용소
지외 1필지

5,272㎡

700

3,800
(3,800)

추진중
2001
~2012

10

수악 주둔소

남원읍 신례리
산 5번지외
주둔소
1필지

11

추모탑 건립, 4,500
공원조성 등 (3,800)

진입로정비,
403,442㎡ 안내판 설치
등

505
(5)

500

5
(5)

추진중
2012

관람로정비,
교래 북받침밭 조천읍 교래리
은신처 3,000,000㎡ 은신처복원
(속칭 이덕구산전) 산137-1번지
등

305
(5)

300

5
(5)

추진중
2012

12

곤을동

화북동
잃어버린
4440번지 일대
마을
(49필지)

7,981㎡

다리설치,
편의시설 등

1,307
(7)

1,300

7
(7)

추진중
2012

13

영남동

영남동
잃어버린
224번지 일대
마을

-

위령탑건립,
진입로정비
등

205
(5)

200

5
(5)

추진중
2012

14

다랑쉬굴

구좌읍 세화리
학살터
2608-6번지

20,186㎡

진입로정비
등

515
(15)

500

15
(15)

추진중
2012
~2013

15

표선 한모살

표선면 표선리
학살터
44-2번지

13,223㎡

기념관건립,
편의시설 등

1,805
(5)

1,800

5
(5)

추진중
2012

16

목시물굴 및
주변은신처

조천읍 선흘리
산 26번지
학살터
(1필지)

128,166㎡

관람로정비,
안내판설치
등

404
(4)

400

4
(4)

추진중
2013

17

관덕정앞 광장

6㎡

기념조형물
설치 등

70

70

-

향후
계획

18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현장을살린
작품설치

130

130

-

〃

보호울타리,
안내판설치
등

100

100

-

〃

19 관음사 주둔소

삼도2동
1051-1
번지일대

역사현장

오라동
3030번지 역사현장 20,000㎡
일대 (100필지)
아라동
산66번지

주둔소

128,166㎡

※(

)는 기 투자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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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복원·정비 추진 상황>
정비계획

정비실적
구 분

정비완료

(단위: 백만원/2015. 3 기준)

정비중

향후정비대상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계

19

14,706

8

5,174

8

9,232
(3,800)

3

300

잃어버린마을

2

1,500

-

-

2

1,500

-

-

4․3성

2

2,192

2

2,192

-

-

-

-

학살터

6

5,484

3

2,752

3

2,732

-

-

민간인수용소

1

4,300

-

-

1

4,300
(3,800)

-

-

역사현장

2

200

-

-

-

-

2

200

주둔소

2

600

-

-

1

500

1

100

은신처

4

430

3

230

1

200

-

-

※ 민간인 수용소(옛 주정공장터) 토지 매입 완료 : 2필지 5,272㎡, 38억원

10.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1) 개요
정부에서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9종의 검정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2011년 11월 국사편찬위원회는 제주4·3사건 등 역사적 사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세
부 검정 기준을 마련했고, 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9종의 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완료했다(총 9종 검정 신청, 9종 검정 통과). 이에 따라 이들 교과서에는 「제주4·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의 기조를 반영하고 민간인 희생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최근 검정을 통과한 교
학사의 고교 역사 교과서(제출본)가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왜곡 서술한 것으로 밝혀져 이
에 대해 수정을 추진 중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2013년 8월 30일 합격 판정을 내린 문제의 교과서는 4·3을 “남로
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기관을 습격”한 사건으로 정
의하였다. 당시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반해 수만 명에 이르는 도민 희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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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됐다”고 축소했을 뿐 아니라 폭력의 주체가 국가라는 사실 등
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취소하든지,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온 대로 수정해 줄 것을 교육부
에 요청하였다.
「제주4·3특별법」 제2조 제1호는 4·3사건에 대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
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 바 있다.

2) 추진 상황
■ 2011. 6 교과서 반영 준비위원회 결성 및 공청회
■ 2011. 11. 17 세부검정기준 마련(국사편찬위원회) “4·3사건 등 역사적 사건 반드시
포함”
■ 2012. 2. 7 교과서 시안 마련(교과서 반영 준비위원회)
■ 2012. 2. 16 교과서 시안 검정출판사에 수록협조 공문 발송
■ 2012. 4 검정교과서 제출
■ 2012. 6. 26 1차 검정(9개 교과서 통과: 국사편찬위원회 심사)
■ 2012. 8. 31 검정 완료(9개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 2012. 9. 28 2013년도 교과서 선정(각급 학교)
※ 9월 13일 기준으로 각급 학교에 전시본 교과서 배부
■ 2013. 3. 1. 신교과서 사용
※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3년에 개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사용 중이다.

3) 수록 현황
역사 교과서 2권, 제3장(대한민국의 발전) 제1절(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수록되어
있으며, 「4·3진상보고서」의 기조, 민간인 희생(최대 1쪽)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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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3진상보고서의 교과서 반영 현황
출판사

수록내용

비고

UN에 의해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이를 반대하는 좌익 세력들
이 무장봉기하여 군경과 충돌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다. 제주도에서
는 1947년 삼일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군중에게 경찰이 무분별하게 발
좋은책
신사고

포하여 주민의 불만이 높아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독 선거가 결정 - 여순사건과 한 단락 구성
되자 좌익 세력들과 일부 주민이 단독 선거 반대, 통일 정부 수립을 내 - 자료로 만나는 역사, 제주
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제주4·3사건, 1948). 이 때문에 제주도에

4·3위원회 홈페이지 병기

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미 군정 시기부터 군경과 우
익 단체를 동원한 토벌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의 무
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다.
천재

한편,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 제주4·3위원회 홈페이지

교육

났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제주4·3사건).

천재
교과서

한편 제주도에서는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좌익 세력의 무장봉기가 발생
하여 토벌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
되었다(제주4·3사건*).

비상

한편,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4·3사건이 일어

교육

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추진되면서 정치 세력 간의 갈등

미래엔 이 격렬해졌고, 이 과정에서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이
일어났다.
두산
동아

(jeju43.go.kr) 병기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 설명
추가

사건정의 추가

자료 추가(특별법, 진상보고서,
위령제 사진 등)

한편, 남한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과 군경이 충돌한
제주도4·3사건과 여수․순천10․19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 사진 추가
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이를

교학사 막기 위해 남한 내 좌익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었고 제주4·3사건, 여수․ 사건정의 및 특별법 제정 추가
순천10․19사건 등이 일어났다.
금성
출판사

이후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 좌익세력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
인들이 좌익 세력으로 몰려 희생되었다(제주4·3사건).
1948년 5월 10일, 국제 연합의 감시 아래 제헌 국회 구성을 위한

지학사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봉
기가 일어났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민이 학살당
하였다(제주4·3사건).

100 - 제주특별자치도

3부

11. 제주4·3추모일 지정
1) 개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003년 10월 15일에 「제주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면서 정부 차원의 4·3추모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
였다. 그 후 2010년 4월 2일 국회에서는 「추모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김우남의원 외
86인)을 발의했는가 하면, 2011년 4월 8일 강창일 국회의원은 추념일 제정 등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발의하였다. 이어서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내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
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제주4·3추모일 제정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법률이 2013년 8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2014년 3월에 제주4·3 추
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 추진과정
4월 3일을 국가 추념일로 제정하고 4·3위령제를 국가 기념식으로 거행하며 유족복지
사업 및 국가기관(국가보훈처)이 직접 이 사안을 담당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0. 4. 2 「추모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발의(김우남 의원 외 86인)
■ 2010. 9. 10 행정안전부장관 내도 시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건의
■ 2010. 10. 29 국무총리 방문 4·3을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 2011. 1. 26 제16차 4·3중앙위원회의(위원장 국무총리) 시 건의
■ 2011. 1. 31 제103차 4·3실무위원회 건의키로 결의
■ 2011. 2. 9 행정부지사 행안부 등 방문 건의
■ 2011. 2. 9 행정안전부 4·3특별법시행령 개정 요구<4·3사업소>
■ 2011. 3. 24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내도 시 추념일 지정 건의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 101

1장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 2011. 4. 3 국무총리 4·3위령제 행사 참석 시 추념일 지정 건의
■ 2011. 4. 8 강창일 의원 4·3특별법 개정 발의(추념일 지정 등)
■ 2011. 8. 25 강창일 의원, 국회 예결위 대정부 질문 시 질의
■ 2011. 10. 20. 4·3유족회 임원 등 12명 과거지원단, 지역 국회의원 방문 건의
■ 2011. 11. 22. 4·3유족회 임원 등 5명 행안부장관 면담 건의
■ 2013. 6. 27.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부대의견: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년 기념일 전에 개정)
■ 2013. 8. 6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부대 의견)
■ 2013. 8. 30. 4·3 관련 단체 및 유족회 등 각계의견 수렴 기념일 명칭 의견 수렴
건의(제주특별자치도→안전행정부)
■ 2013. 12. 8~19 지사 중앙부처 방문(12. 19), 유족회 방문(3회) 긍정적 답변 회신
-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내년 추념일 이전 관련 규정 개정 위해 중간 절차
생략 추진)
- 박윤우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추념일 지정 적극 지원 의지 피력)
■ 2014. 1. 17 정부 제주4·3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입법예고
■ 2014. 3 제주4·3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시행령 개정
■ 2014. 4. 3 정부 차원 4·3 희생자 추념일 행사 개최

12.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1) 개요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은 원래 ‘제주 워터 사이언스 파크(Water Science Park)’
조성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이후 제주의 용암해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집적화 산업단
지 조성사업으로 조정되었다.
청정하고 지속이용 가능한 제주의 용암해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신성장 동력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용암해수의 다목적 활용화, 산업의 규모화와 집적화한 산업단
지조성계획 수립, 2009년 용암해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후,
2009년 12월에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완료하여 용암해수를 이용하여 산
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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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현황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제주시 구
좌읍 일주동로 2706-40(한동리) 일원에 2011년 9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완료하였으
며, 조성면적은 197,341㎡으로 이 중 산업시설구역 88,319㎡(11필지), 지원시설구역 38,386
㎡(3필지), 공공시설 및 녹지구역 70,636㎡이며, 전체 분양용지 14필지(126,705㎡) 중 11필
지(83,398㎡)를 분양 완료하여 입주기업들의 제품생산 등 활발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인「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용암해수의 산업적 활용을 위
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일원에 용암해수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및 가공시스템을 구축하
여 용암해수의 안정성·청정성·안전성·기능성 연구, 특허출원 9건(등록 5건), 상표출원 29
건(등록 15건) 및 시제품 개발 등 용암해수를 활용한 산업화 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로 관
련 산업 성장 촉진, 기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지역경제 구조개선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3) 추진 실적 및 상황
■ 2009. 1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09. 10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도의회)
■ 2009. 12. 9 일반산업단지계획(산업단지 지정)승인·고시
■ 2010. 1 산업단지 조성 업무 개발공사로 이관
■ 2010. 7 용암해수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개발공사)
■ 2011. 4. 26 공유재산관리계획(현물출자) 도의회 동의
■ 2011. 5. 26 공유재산(토지)현물출자 완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2011. 9. 30 일반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 착공
■ 2012. 9. 19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고시
■ 2012. 10 산업단지 분양 계획 협의 승인
■ 2012. 11 ~ 2014. 7 산업단지 분양 공고
- 분양용지 14필지 중 11필지 분양 완료
■ 2014. 5. 1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 2014. 12 준공
■ 2015. 4. 9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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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화교육 지원
1) 개요
평화교육 지원 사업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아카데미’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 평화아카데미
평화아카데미의 법률
적 근거는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55조 및 「세계평
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
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
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
는 평화아카데미는 ‘세
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
협의회’가 주최하고 도

평화아카데미(2009)

내 전문교육 기관이 주
관하며, 평화·환경·경제·문화·인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과 질
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평화 관련 유적지 문화탐방도 곁들여지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1회에 걸쳐 연인원 12,079명이 이수하였다. 평화아카데미 내용은 KCTV 제주 방송을
통해 녹화 방영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이수한 시민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

3) 연도별 추진 실적
연도별

사업기간

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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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운영 실적(회/명)

예산액(백만원)

101/12,079

382

4/680

15

3부

연도별

사업기간

운영 실적(회/명)

예산액(백만원)

2007

3~12월

10/1,500

45

2008

4~12월

10/1,500

45

2009

3~12월

10/1,500

40

2010

3~12월

10/1,000

37

2011

3~12월

7/499

25

2012

4~10월

5/500

25

2013

3~11월

14/1,400

50

2014

3~11월

16/1,800

50

2015

3-11월

15/1,700

50

4)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추진 상황
(1) 개요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되었다. 청소년 대
상의 평화교육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및 서귀
포YWCA 주관으로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평화아카데미’를 운영
하였다.
전문강사가 평화특강, 평화전시관 관람, 평화퀴즈 맞추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평화 그림
그리기, 엽서 만들기, 평화에 대한 소감 발표 등도 진행되었다.
(2)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사업기간

운영기관

계

운영실적(회/명)

예산액(백만원)

42/3,368

17

2007

9~12월

제주평화연구원

10 /897

자체

2008

3~12월

〃

11/782

〃

2009

3~12월

〃

10/886

〃

2010

3~12월

서귀포YWCA

6/450

10

2011

5~12월

서귀포YWCA

5/35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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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평화아카데미(2007)

14.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유치
1) 개요
평화 관련 국제회의는 2002년부터 외교부와 UN아·태평화군축센터가 공동주최하는
국제 군축·비확산회의가 해마다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고, 2008년 5월에는 제1차 한·
중·일 외교안보협력포럼, 2009년 6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0년 5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열리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 제주 개최 평화 관련 국제회의(2006~2013)
연도

시기

2006

1. 20~21

ASIAN ASEM 고위관리회의

3. 1~4. 1

한․일 외교장관회의

2007

6. 3
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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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지구화시대 전쟁과 평화 국제학술회의

3부

연도

2008

시기

회의명

2. 18~19

제4차 한․미․일 안보 워크숍

2. 22~23

한․몽 평화경제 컨퍼런스

5. 26~28

제1차 한․중․일 외교안보협력포럼

11. 24~26

제7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12. 9~10

제2차 한․중앙아시아협력포럼

6. 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09
11. 16~18

제8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5. 29~30

한·중·일 정상회담

2010
12. 2~3

제9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3. 17~18

제1차 한․중․일 대테러협력회의

3. 28~4. 1

2011

2011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5. 17~20

2011 마약퇴치국 국제협력회의

5. 17~20

2011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

7. 5~7

핵 비확산 국제회의 제2차 아․태 안전조치 네트워크 총회

9. 20~23

제12회 국제원자로용흑연 전문가회의

10. 13~14

제8차 한․중동 협력포럼

10. 19~21

2011 환태평양 안전 심포지움

11. 7~8

제10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2012

12. 2~3

제11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2013

11. 14~15

제12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2014

12. 4~5

제13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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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중동 협력포럼(2011)

15.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1)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유치 및 운영
(1) 개요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로는 2010년에 유엔훈련연구기구(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의 9번째 국제연수센터로 설립된 유엔훈련연구
기구 제주국제연수센터(UNITAR CIFAL Jeju/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를 들 수 있다.
(2) 현황
유엔훈련연구기구는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환경·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교육훈
련을 시행하기 위해 1965년에 설립된 유엔 기구로,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또한 유엔훈련연구기구는 유엔 회원국 지방정부의 역량 배양을 위해 그 산하에 국
제연수센터(CIFAL)를 세계적으로 14곳에 설치하였다. 각 국제연수센터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세계 국제연수 센터 현황
각각의 연수센터는 총 14개소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제연수센터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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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AR 국제연수센터 현황>
번호

국가명

지역명

주요기능

1

대한민국

제주

폐기물 관리, 재해위험감소, 인신매매방지, 청년참여, 개발을
위한 관광

2

미국

아틀란타

안전과 안보, 경쟁력, 공항·경제발전,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3

멕시코

메리다

4

브라질

쿠리티바

5

에콰도르

키토

6

엘 살바도르

엘 살바도르

재난 위험 감소, 기업경쟁력

7

부르키나 파소

와가두구

통합도시 계획, 도시 관측소

8

알제리

마그레브

전략적 계획과 공공 정책

9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10

영국

스코틀랜드

11

폴란드

프워츠크

지속 가능·안전 도시 교통, 이민

12

벨기에

플랜더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송과 항구

1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14

중국

상하이

재난 위험 감소, 관광을 위한 개발
도로안전, 투명성과 부패방지, 창조경제
재난 예방, 국토계획

도시 계획, 폐기물 관리
에너지, 도시와 마을의 변화, 기후변화, 식량 안전보장

통합 도시 계획, 녹색성장, 녹색 구매
스마트 시티, 창조 경제
※ 2015. 7 기준

(4) 추진 경과
2008년 10월 유엔 사무
총장 특보로부터 유엔훈련
기구 제주센터 유치 제안을
받은 국제평화재단은 2010
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유
엔훈련연구기구와 함께 3
자간에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0월 13일 유엔훈
련기구 제주센터를 그 부설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설립 MOU 체결(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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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황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소재 제주국제평화센터에 입주해 있는 유엔훈련기구 제주센
터는 아·태지역의 고위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과 인간안보, 지속
가능관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연간 5~10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유엔훈련기구 제주센터 현황>
○ 위치: 서귀포시 국제평화센터 내
○ 인력: 6명-소장, 담당관 1명, 직원 4명(P0 3, 행정지원 1)
○ 운영: 국제평화재단 부설기관
○ 예산: 총 26억(2000~2015년)
■ 2010년 3억(도비), 2011년 4억(도비), 2012년 4억(도비), 2013년 5억(국비1, 도비4), 2014년 5억(국비1,
도비4), 2015년 5억(국비1, 도비4)

(6) 2 015년 사업
국제워크숍 10회(환경/녹색성장 5회, 인간안보 4회, 지속가능관광 1회)와 청년워크숍
2회, UN 세미나 1회를 개최하였다.
(7) 향후 계획
첫째, 연수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질적 향상을 기할 것이다. 정
책 실행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프로그램에 추가하고, 실
행계획에 실질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도 확대해 나갈예정이다. 아울러,
연수 효과 확인을 위해 실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후속 조치에 대한 설문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의 공동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태지부 회원정
부 역량강화 사업은 국제워크숍 2회 개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2015년 아태지부 문
화분과위원회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문화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을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글로벌 사회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의 사회통합 참여를 위한 국제청소년 포럼, 제주도민들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
하기 위한 글로벌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관 국제기구 및 전문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
존에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던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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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유엔국제재해방재전략사무소(UNISDR), 유엔
관광기구(UNWTO), 국제이주기구(IOM), 발리프로세스사무국(RSO), 글로벌녹색성장
기구(GGGI), 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IEU)과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국내에 있는 전문
기관(녹색기술센터,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국
제협력단, 고려대 한아시아개발협력센터, 국제녹색섬포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제주관광공사, 제주대학교)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8) 추진 실적(2 010 ~2 015)
회차
1

기간

주제

2010. 11. 11~13 저탄소 도시 : 지방정부를 위한 녹색성장
소계

2

참가

비고

9개국 15명

환경 국제워크숍

9개국 15명

2011. 3. 30~4. 1 아태지역 아동매매 방지

10개국 25명 인간안보 국제워크숍

3

2011. 6. 8~10

생태효율성 증진 : 지방정부를 위한 녹색성장

10개국 20명

환경 국제워크숍

4

2011. 9. 7~9

자연재해 취약성 저감과 회복력강화

11개국 18명 인간안보 국제워크숍

5

2011. 10. 12~14 저탄소 도시 : 지방정부를 위한 녹색성장

9개국 18명

환경 국제워크숍

6

2011. 11 .9~11

생태효율성 증진 : 지방정부를 위한 녹색성장

11개국 18명

환경 국제워크숍

7

2011. 12. 2~3

국내․외에서 본 한국의 이민정책

37명

전문가 세미나

소계
8

2012. 3. 28~30

9

51개국 136명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

10개국 20명 인간안보 국제워크숍

2012. 5. 2~4

저탄소 도시 : 지방정부를 위한 녹색성장

10개국 18명

10

2012. 6. 7~23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보호

7개국 18명 인간안보 국제워크숍

11

2012. 8. 16~17

WCC 개최 의지와 자연보전

52명

전국 대학생워크숍

12

2012. 9. 26~28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존

9개국 15명

환경 국제워크숍

소계
13

환경 국제워크숍

※ 2012. 10. 24. 개소 2주년 및 유엔데이 행사 개최 36개국 123명

2013. 3. 20~22 식량자립율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량강화

7개국 10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14

2013. 4. 3~5

아태지역 폐기물관리 역량 구축

10개국 15명

환경 국제워크숍

15

2013. 5. 22~24

아태지역 폐기물관리 역량 구축

7개국 16명

환경 국제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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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3. 6. 13~29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보호

17

2013. 8. 12~14

자연, 미래, 그리고 청년

18

2013. 9. 3~5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위험

19 2013. 10. 16~18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위험 저감
20

2013. 12. 6~7

21 2013. 12. 10~12

유엔 목표달성을 위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국제세미나
에코타운 모델 확산을 위한 아태지역 폐기물 관리
역량 구축

소계

6개국 19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66명

전국 대학생워크숍

8개국 19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9개국 14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18명

전문가 세미나

환경 국제워크숍,
12개국 22명 일본 오사카 국제환
경기술센터
59개국 199명

22

2014. 2. 12~14

자연, 문화 그리고 청년

61명

전국 대학생 워크숍

23

2014. 2. 21~22

이주와 개발의 정책연계를 위한 부처 간 토론회

11명

전문가세미나

24

2014. 3. 17~21

피해자 중심 접근방법 강화 : 아태지역 인신
매매 피해자 식별, 지원 및 보호

11개국 17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25

2014. 4. 28~5.
1

기후변화적응 및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아태지역
역량강화 워크숍

7개국 14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26

2014. 6. 3~5

피해자 중심 접근방법 강화 : 아태지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식별, 지원 및 보호

8개국 11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27

2014. 6. 24~26

에코타운 모델 확산을 위한 아태지역 폐기물 관리
역량 구축

9개국 14명

환경 국제워크숍

28

2014. 8. 12~14

자연, 문화 그리고 청년

61명

전국 대학생 워크숍

29

2014. 9. 25~10.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JITC) 포괄적 폐기물
11
관리역량 구축

7개국 16명

환경 국제워크숍

30

2014. 10.
20~23

기후변화적응 및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아태지역
역량강화 워크숍

12개국 21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31

2014. 10.
28~30

포괄적 폐기물 관리 입문 교육 과정

환경 국제워크숍
13개국 27명 태국 방콕 아마리 워
터게이트 호텔

32

2014. 11. 25

153명

대학생 세미나

33 2014. 12. 12~13 이주와 개발 국제전문가 세미나

4개국 21명

전문가세미나

34 2014. 12. 16~19 농업 잔재물 에너지화 기술의 세계적 보급

환경 국제워크숍
22개국 29명 일본 오사카 국제환
경기술센터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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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5. 2. 11~13

자연, 문화 그리고 청년

36

2015. 3. 17~19

포괄적 폐기물 관리 기술 보급

환경 국제워크숍
11개국 16명 일본 오사카 뉴 오타
니 호텔

37 2015. 4. 28~30

지속 가능한 아·태지역을 위한 포괄적 폐기물
관리와 에코타운 모델

7개국 14명

38

2015. 5. 18~22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아태지역
역량강화 워크숍

10개국 20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39

2015. 7. 6~9

포괄적 폐기물 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의 환경
수도로의 전환

6개국 13명

환경 국제워크숍

40

2015. 8. 12~14

자연, 문화 그리고 청년

87명

전국 대학생 워크숍

41

2015. 8. 17~20

피해자 중심 접근방법 강화: 아태지역 인신
매매 피해자 식별, 지원 및 보호

12개국 16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42

2015. 9. 14~17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아태지역
역량강화 워크숍

13개국 18명 인간안보국제워크숍

43

2015. 10. 5~8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포괄적 폐기물 관리
전략과 폐수 처리기술

9개국 19명

환경 국제워크숍

44

2015. 10. 8~28

UNITAR 인간안보증진: 아태지역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보호

5개국 16명

KOICA 위탁사업

45 2015. 11. 17~20

지속 가능한 관광 : 사회, 경제, 환경적 이익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8개국 15명 지속관광 국제워크숍

46

SDGs를 통해서 본 ‘환경과 개발협력’ 가치의
아시아 국가 간 공유

2015. 12. 4~5

83명

※ 2015. 10. 23, 개소 5주년 및 유엔데이 행사 개최

총계

환경 국제워크숍

전문가세미나

환경 국제워크숍
13개국 17명 일본 오사카 국제환
경기술센터

47 2015. 12. 16~18 폐기물 관리 기본법 체계 확립을 위한 워크숍
소계

20명

전국 대학생 워크숍

94개국 354명
342개국
1283명

16.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1) 개요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 평화의 섬 제주에 동북아 지역의 정부 간, 비정부 단체 간 역
내 안보협의체 구축을 위한 헬싱키프로세스를 모델로 하는 제주프로세스 실행방안 모
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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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2007년 6월 21~23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이라는 주제 아래 제주
평화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을 위해,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을 탄생시킨 ‘헬싱키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모델로 하는 ‘제주프로세스(Jeju
Process)’의 추진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제주선언문은 “2005년 1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
서 동북아 역내 안보대화협의체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
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이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 이후 동북아의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발전해 가야 한다”면서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이 헬싱키프로세스를 통해 OSCE를 만든 것은 동북아에도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제주평화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
석한 국제워크숍 등을 갖고 실행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후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은 제주평화연구원이 장기적 비전 아래 이를 구체
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 차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외교정책의 한 축
으로 내세우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제주프로세
스’를 ‘서울프로세스’라 부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외교부와 UN 아·태평화군축센터의
공동주최로 2002년부터 해마다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군축·비확산회의는 언론
등에서 ‘제주프로세스’라 부르고 있다. 제주도에서 연례 개최되고 있는 이 군축·비확산회
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1.5트랙의 이 군축·비확산회의에는 매해 10여개국의 군축·비확산 전문가들과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한 해 동안의 국제 군축·비확
산 분야의 핵심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동향을 전망하고 있다.
이 ‘제주프로세스’에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차 정부 간 회의체로 격
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헬싱키프로세스’에서도 군축회담인 MBFR
이 병행해서 열렸던 점은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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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07. 6. 23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
제주프로세스 제안

비고

제주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2007. 10.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평화연구원
실무협의
▪ 천영우(북핵 6자회담 한국측수석대표), 브라이언 맥도날드
(주한 EU 대표부 대사) 등 국내외 전문가 참석
제주프로세스
2007. 10. 16
국제워크숍 개최(제주평화연구원) ▪ OSCE 발전과정에서 유럽 각국 역할과 그에 따른 교훈 도출
▪ 동북아 다자 대화체 및 지역공동체 구상 등 집중 논의 등
2007. 11. 16

제주프로세스
실무워크숍 개최

2008. 8. 31

제주프로세스 기초조사

▪ 관련 교수, 도 관계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등
▪ 제4회 제주평화포럼 후속조치 사업

3) 향후 추진 계획
제주프로세스 로드맵을 구축하고 개념과 기본방향 등 추진 전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제주평화포럼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국내외 분
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다자간안보협의체를 창
설하여 이를 제주도에 유치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검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17. 남북민족평화축전
1) 개요
2003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범죄성에 대한 남북공동학술
토론회 자료전시회’에 참석한 김원웅 국회의원이 북한 민화협 관계자에게 민간차원의 첫
체육행사를 남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북한당국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
어 예술 공연을 가미한 종합축전 방식으로 치를 것을 제의하면서 몇 차례 실무회의를 거
친 끝에 2003년 10월 24~26일 제주도에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라는 명칭 하
에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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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제주도민의 북한 방문, 감귤·당근 보내기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화해와 협력
의 분위기가 급진전되었고, 이에 맞춰 동족끼리 최초의 체육행사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
하여 북한 측에서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예술·공연 등을 가미한 종합축전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3) 성과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아 2003년 9월 29일, 남북 양측의 조직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
서 공동채화한 성화가 금강산을 경유해 10월 20일 제주도로 봉송되었고, 10월 22일에
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성화가 채화되면서 축전의 개막을 알렸다.
10월 23일 북한의 고려항공을 통해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참가
단 190명이 제주에 도착하면서 공식일정이 시작되었다. 10월 24일 민족평화미술전을 시
작으로 체육문화행사가 26일까지 제주도 내 도처에서 열려 남북의 참가단과 제주도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가 되었다.
특히 북측 참가단에는 북한스포츠의 영웅인 유도의 계순희 선수와 마라톤의 정성옥·
함봉실 선수 등이 포함돼 가는 곳마다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10월 27일 북한 참가단
은 제주도 내 감귤농장과 관광명소 등을 둘러보고 평양으로 귀환하였다. 축전기간 동안
AP·로이터·후지TV 등 외국 언론을 비롯, 남한의 언론과 북한 기자단이 큰 관심을 갖고
행사를 상세히 보도하였다.

남북민족평화축전(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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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
민족평화축전은 축구·탁구·마라톤 등 체육경기뿐만 아니라 씨름·그네뛰기·널뛰기·
태권도 시범 등이 포함됨으로써 우리민족의 고유한 민속경기의 가치와 육성 가능성을 환
기시켰다. 또한 북한의 미술 및 수공예품 전시회와 특산물 판매 등을 겸한 남북한 문화
예술 및 특산물 교류를 통해 민족 간의 화합과 공동 발전을 도모한 계기가 되었다.
민족평화축전은 또 남한과 북한의 체육문화대표단이 제주에서 공동행사를 하고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이 응원과 관람으로 한데 어울려 동포애를 나누는 인적 교류의 장이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데 있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드러낸 기회가 되었
다. 특히 한반도 최남단에서 열린 이 축전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로 이어지는 평화벨트의
가능성을 드높인 행사로도 평가된다.

5) 향후 발전 방향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그 시발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선수단 상호
파견, 전지훈련, 지도자 교환 방문 등 민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발전을 모색하며, 남북
대화 재개 시 대북지원과 연계하여 민족평화축전 개최방안 등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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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계평화의 섬 사업 계획 변경 구상
1.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 변경1)
1) 개요
세계평화의 섬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여건 및 시대 변화를 사업 계획에 변경할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국내적으로는 2005년 지정된 이후 2012년까지 8년이 경과하면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제주 역시 김태환 도정에 이어 우근민 도
정이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 2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G2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남북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도
점점 더 한·중·일 간 역사 및 해양영토 분쟁으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 수준에서도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확산으로 지방/도시의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과 지방/도시의 새로운 이미지 소프트파워 필요성이 증대되어 2013년, 세계
평화의 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 변경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

2) 용역 추진 사항 및 추진 방법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가 계약 금액 27백만원에 용역을 수행하였다. 용역은 2013년
4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부터 2023
년(10년간)까지로 하였다. 용역은 문헌적 연구, 제주도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대상 브
레인스토밍,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의 자문
과 의견 수렴으로 진행되었다.

3) 용역 보고서 내용 요약
(1) 도민 설문조 사
도민 설문 조사는 다음 표와 같이 설계되었다.
1) 출처: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세계평화의 섬 사업 계획 변경 용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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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 ‘세계평화의 섬’에 관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평가 및 의견 수렴

조사 내용

◦ ‘세계평화의 섬’ 인지도
◦ ‘세계평화의 섬’ 만족도
◦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총 표본수

◦ 300명

표본 추출 방법

◦ 다단계층화 단순 무작위 추출법

조사 방법

◦ 전문면접에 의한 1:1 개별 면접조사

조사 기간

◦ 2013. 6. 7∼18

조사 기관

◦ KTCS

먼저 인지도와 관련하여 세계평화의 섬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85%) 이었으나 평화
의 섬 17대 사업에 대한 인지도(34%)는 낮은 편이었다. 17대 사업별 인지도는 4·3평화
공원이 86.3%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감귤·북한 보내기 운동의 인지도가 51.7%로 조
사되었고, 여타 사업들은 20% 이하의 인지도가 낮았다.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대해 9.7%(만족), 64.7%(보통), 25.6%(불
만족) 등으로 나타났고,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중 만족하는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제주4·3추모일 지정 등이었다. 불만족하는 사업은 특이하
게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도민들이 감귤 보내기 사업이 추
진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향후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응
답자들이 4·3사건 관련 사업의 지속 및 보완을 원하였고, 다음으로 평화교육 지원 관련
사업, 그리고 해군기지 관련 응답 순이었다. 새로운 사업들로 제안된 것은 관광 및 환
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그 외에도 평화문화 관련 사업 및 광범위
한 평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연계된 사업 등 다양한 의견
들이 제시되었다.

(2)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평가
먼저 17대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평화는 단순히 소극적 상태의 평화인가(개념적
혼란성),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의 모호한 관계(전략적 모호성),
소극적 평화 사업 중심(사업의 불균형성),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사업
을 주도(사업추진 주체의 편중성)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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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7대 사업은 사업 추진 및 완료에 따라 완료 9, 추진 중 7, 조정 1으로 구분된
다. 완료, 추진 간 구분은 해당 사업별 직접적 목표의 달성 여부를 기준 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완료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종료된 사업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특별
법 제155조 2항의 평화사업 유형을 참고할 때 지속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사업 유형

동북아 교류․협력 사업

한반도 평화 정착 사업

제주4·3 관련 사업

사업명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완료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완료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추진 중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완료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중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완료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완료

민족평화축전 개최

완료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추진 중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

추진 중

제주4․3진상보고서 국사교과서 반영
제주4․3추모일 제정

다목적 평화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상황

완료
추진 중

제주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완료

제주국제평화센터 컨텐츠 확보

완료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평화교육 지원

추진 중
조정
추진 중

(3) 전문가 브레인스 토밍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전면 재조정에 따른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기 위한 목
적으로 2013년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전문가 브레인 스토밍 및 심층조사를 진행하
였다. 조사 대상으로는 언론계, 학계, 교육계, 도의회 의원, 사회·문화·역사·환경·복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등 20여명이 선정되었다. 이를 구분하여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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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구분

일시

참석자

2013. 7. 10

오승국(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차장)
박찬식(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장)
송정희(The Jeju Weekly 발행인)
김철웅(前 제민일보 편집국장)
이재홍(제주의 소리 편집국장)

제2차
브레인스토밍

2013. 7. 18

이선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태성(제주YMCA 사무총장)
박재돈(무병장수테마파크 대표이사)

제3차
브레인스토밍

2013. 7. 18

이신선(서귀포YWCA 사무총장)
권귀숙(제주대 사회학과 강사)
임태봉(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1차
브레인스토밍

제4차
브레인스토밍

2013. 7. 23

제5차
브레인스토밍

2013. 7. 30

심층면접

이광진(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교수)
김태윤(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희(제주대학교 교육대학부설 초등학교 교사)
홍일심(제주 탐라중학교 교사)
변대호(제주평화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2013. 6. 13

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3. 7. 10

허정옥(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대학원장)

2013. 7. 16

김병성(서귀포여자중학교 교사)

2013. 7. 16

조선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장)

2013. 8. 1

홍재형(前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브레인 스토밍 및 면접을 통해 제안된 평화실천사업을 유형화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
와 같다.
구분

기존 사업의 지속 또는 보완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가을 평화음악회)
▪ 평화 특강(연중)
▪ 제주평화포럼에 4·3역사 세션 의무화
▪ 동아시아 평화대회
▪ 일제전적지의 평화교육적 활용
제1차 ▪ 동북아 평화벨트 구축
브레인 ▪ 다크투어, 피스투어(코스) 개발
스토밍 ▪ 세계평화의 섬 ‘글로벌’ 콘텐츠 확보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제주평화포럼’으로 개명 및 의제
축소
▪ 제주포럼에 시민사회포럼 및 청소년포럼 추가
▪ 평화개념의 재정의
▪ ‘평화’를 주제로 한 평화교육 및 평화아카데미 개최

새로운 사업 제언
▪ 피스 투어리즘(피스 올레) 개발
▪ 평화의 발신지 제주 이미지 확산 사업
▪ 평화개념 논란 종식 및 합의 도출
▪ 역사문화 유적지와 평화유적지의 연계 및 평화산업화
▪ 트라우마센터 건립
▪ 평화헌장 재정립
▪ 평화인권지수 개발 발표
▪ 제주평화상 제정
▪ 세계평화시계
▪ 국제 NGO포럼, 청소년포럼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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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사업

구분

기존 사업의 지속 또는 보완

새로운 사업 제언

▪ 제주포럼에서 평화세션 강화
▪ 평화의 섬 헌장 제정 사업
▪ 평화의 섬 과제 실천을 위한 평화지표 개발
▪ 제주평화문화예술축제의 개최(제주포럼과 병행)
▪ 4·3평화공원 조성, 4·3추모일 지정, 제주평화대공원 지속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 강화
▪ 국제기구 유치 사업 중 하나로 세계평화 봉사단체인 Y․S man
세계본부 유치(스위스 제네바→제주)
제2차 ▪ 제주평화학교 설치(대학에 위탁도 가능)
브레인 ▪ 국제평화기구 유치(UN 아시아본부 제주도 유치)
스토밍 ▪ 평화교육기관 설립(국제평화대학교 설립)
▪ 제주포럼 콘텐츠의 대중화(평화운동가, 세계정신지도자 초청)
▪ 평화센터 밀랍인형 전시관: 한국 평화철학을 상징하는 조형물
추가
▪ 평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적극 지원

▪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 평화사업화
▪ 평화대학원 설립
▪ 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민간 시민단체의 육성
▪ 트라우마치유센터(생명평화센터) 설립
▪ 제주평화대학원 설치(UN 산하의 코스타리카 평화대학
분교 가능)
▪ 민간 연대․교류 차원의 ‘아시아 평화 NGO센터’ 설립
▪ 아시아 평화도시 연대사업(일본의 히로시마, 오키나와,
동티모르, 딜리, 대만, 중국 등)
▪ 제주평화상 제정(2년 마다 시상)
▪ 제주 평화의 날 지정(1.25 평화의 섬 지정일)
▪ 제주평화봉사단 법인화 및 지원조례안 제정
▪ ‘환경=평화’의 관점에서 제주환경과 연계한 사업들 발굴
▪ 강정 해군기지 부근에 ‘생명평화센터’ 건립
▪ 동북아 체육교류 사업
▪ 평화의 상징물 선정(돌하루방)
▪ 저개발국과 평화교류 사업 확대: 다문화가정 평화외교사
절단 육성
▪ 평화체험문화 세계화 : 특구 지정

▪ 4·3의 길과 더불어 평화의 길, 담장예술, 평화축제 등 도민
참여형 사업 개발
▪ 국제평화센터 밀랍인형 중 평화에 기여한 인물로 교체
제3차 ▪ 일본군 전적지․유적지에서 제주도민의 저항의 역사(평화운동)
부각
브레인
스토밍 ▪ 4·3의 상처와 그 이후로 4·3 사업 확대
▪ 체계적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화교육 강화
▪ 평화순례길 프로그램 개발

▪ 일상의 안전 강화(the global peace index)
▪ 갈등해결장치 마련(강정 갈등 해소 등)
▪ 4·3 희생자, 일반주민, 관광객 힐링프로그램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평화의 섬 개념화
▪ 장애인 대상(친화적)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평화의 거리 조성
▪ 크루즈관광객 대상 평화이벤트
▪ 환태평양평화소공원 평화조형물 건립
▪ 청소년평화캠프
▪ 제주평화교육센터(학생 및 성인 대상) 건립
▪ 세계평화의 섬 네트워크 구축
제4차
브레인
스토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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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캠프 명상 등의 평화산업화
▪ 평화의 섬 홍보 전략 마련
▪ 평화산업 육성
▪ 평화연구 시범학교 지정
▪ 평화마을 선정, 평화 관련 관광상품 개발 등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사업 발굴
▪ 다크투어리즘(평화 순례지) 개발
▪ 생태-인권-평화의 연계
▪ 환경보전, 평화적 삶을 실천하는 공정여행의 사업화
▪ 제주평화도보순례
▪ 평화의 동산 조성(도/시, 마을, 학교, 기관 등 다양한 차원)
▪ 평화 카페 개설(북카페, 스터디 공간, 헌책 재사용 등)
▪ 행복한 노년을 위한 평화의 집
▪ 세계평화의 섬 추진 성과지표 개발
▪ 세계평화의 섬 추진을 위한 구심체의 재단법인화

3부

구분

기존 사업의 지속 또는 보완

▪ 제주포럼의 핵심의제를 평화로 추진
▪ 글로벌 평화교육 프로그램 추진(대학썸머스쿨 이용)
제5차
▪ 제주포럼의 오픈포럼화(일반도민, NGO 등 민간 참여 병행)
브레인
▪ 국제기구 유치 범위의 확대(국제적인 공공 및 민간 협력기관의
스토밍
사무국 포함)

심층
면접

▪ 남북한 교차관광 프로그램(한라에서 백두까지) 개발
▪ 제주 및 지자체 남북협력사업의 상징인 제주감귤 보내기 사업 지속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대상 평화교육 추진(도교육청과 MOU 체결)
▪ 평화의 섬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 활성화
▪ 남북협력사업 지속을 위한 사업 준비(순수지원, 개발지원, 사회
문화교류사업 등 준비)
▪ 남북협력사업 협력체제의 전면 재검토 및 보강(통일부와의 유대
강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아이템 발굴
▪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평화의 섬 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 UNESCO 자연생태·문화·역사 유산 지정과 연계한 남북간 교류
협력 방안 준비
▪ 기후변화문제 등 제주도의 국제 환경프로젝트와의 연계

새로운 사업 제언
▪ 평화교육 관련 연수원 설립
▪ 평화관광(화이트투어) 프로그램 육성
▪ 평화실천사업 홍보를 위한 공공마케팅 강화
▪ 제주지역 갈등해소 메커니즘 구축
▪ 국제평화대학 유치를 제주대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추진
▪ 에코피스, 에코아일랜드 개념 부각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 평화의 섬 추진 관련 기구의 역할 분담
▪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평화협력 네트워크 조성
▪ 세계평화네트워크 조성 및 도 차원의 해외원조사업 실시
▪ 평화 관련 사업의 미래지향성, 희망, 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지향성 필요
▪ 평화개념의 생활화를 위한 도민체감형 프로그램 추진(탐라
문화제 등과의 연계)
▪ 국제청소년 평화음악 콩쿠르
▪ 평화가족캠프(캠핑프로그램)

(4)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 사업 구 상
사업 구상의 기본 방향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제주 내부의 평화사업 강화’,
‘도민 참여 확대 및 강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 유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
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환경·생태 등 제주의 새로운 자원과의 결합’ 등으로 정리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략이었던 평화의 창출, 확산, 정착과 더불어 기존 전략을
보완하면서 추가적인 전략적 접근의 병행이 요구된다. 또한 범도민실천협의회 조직 위상
(법인화 등) 강화 등 사업 추진 조직 개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평화실천사업 계획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사업 영역을 크게 세 수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평화실천사업의 시행 범위는 세계 수준, 한반도 수준,
제주 수준의 세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로 평화실천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을 비교
적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세계’는 평화의 추구, ‘한반도’는 평화의 선도, ‘
제주’는 평화문화의 확산 등과 같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사업’들을 제시
할 수 있는데, ‘지속사업’, ‘관리사업’, ‘신규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속사업’은 기존 17대 사업에 대한 평가와 도민 설문조사,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결과
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를 토대로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일
컫는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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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사업

부문

세계
평화
추구

사업

관련부서
중앙

▪ 제주평화연구원의 평화연구 및 협력활동 확대

외교부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글로벌)콘텐츠 개발 및 수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도

평화협력과

▪ 평화 관련 국제회의 유치
▪ 국제협력기구(공공/민간) 설립 및 유치

외교부

▪ 환태평양 평화 소공원 도시협의체 선도
한반도
평화
선도

제주
평화
문화
확산

▪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감귤, 당근, 흑돼지 등)

통일부

감귤특작과

▪ 각종 남북회담 개최(장관급, 경협, 적십자 회담 등)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평화협력과

행정자치부

4․3사업소

교육부

평화협력과

▪ 4·3추모일 제정
▪ 4·3 국사교과서 반영
▪ 평화교육의 내실화
(성인 및 청소년 대상 평화아카데미)

‘관리사업’은 모슬포 전적지 공원(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국방부, 문화재청) 등
을 들 수 있다.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평화의 섬 제주의 의미가 큰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사업이나, 추진방법, 정부의 무상양여 가능성 여부, 대규모 사업비 조달(국비지
원), 무상임대 경작 주민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문제가 산적한 사업으로 장애요인이 많다
(가장 중요한 정부의 무상양여 문제가 해결된 후 지속사업으로 추진). 다만, 기존 사업지
구 내 문화재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은 기존 17대 사업 중 여러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 도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안출(案出)된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들을 정리, 평가하여 도출한
새로운 사업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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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신규 사업

중앙

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정책과

▪ 제주형 ODA 사업 추진

외교부

자치행정과,
평화협력과

▪ 평화 관련 대학(원) 유치 또는 설립

교육부

▪ 제주세계여성평화봉사상 제정
세계
평화
추구

▪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한반도 ▪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평화
선도
▪ 제주-북한 경제협력사업

▪ 제주평화주간 제정
▪ 동북아 피스벨트센터 건립
제주
평화
문화
확산

관련 기관․단체

▪ 평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 국제안전도시 구축·확산사업

범도민 실천협의회,
제주대
제주대,
제주평화연구원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평화협력과

통일부, 환경부

환경보전국,
평화협력과

통일부,
기획재정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평화협력과

제주개발공사, 축협,
수협, 남북협력 제주
도민운동본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평화협력과

제주평화연구원

행정자치부

4·3사업소

4·3평화재단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문화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관광협회

교육청

제주대,
제주평화연구원

▪ 평화교육체계 구축
▪ 에코피스(Eco-Peace) 프로그램 개발

민간

환경부

제주관광공사

환경보전국
소방정책과

(5) 향후 추진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계평화의 섬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화의 섬 17대 사
업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
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부록5>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평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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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5년 4월
20일 학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평화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화실천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1절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및 규정 제정
1) 제정 취지
2005. 1. 27 국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구)「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화사업과 제주도민들의 평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2006. 1. 11
공포되었다.

2) 협의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자문과 지역 내 평화 정착을 위한 분야별 평화 실천 방안 마련 및 권고를 수
행한다. 그리고 국내외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민의식 함양 및 참여를 유도하고,
산·학·연 협력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 유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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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회 구성 현황
1) 조직도
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평화
교류
분과

평화
안전
분과

평화
환경
분과

평화
문화
분과

평화
봉사
분과

2) 구성
임기(조례 제6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하고, 구성(조례 제3조)은 80명 이내로 한
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부의장 2명(여성
위원 1명 포함)은 의장이 지명한다.

3) 주요 기능
자문위원회는 평화실천사업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자문하고,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위임 안건 처리 및 상정안건을 검토한다. 분과위원회는 교류 분과, 안전 분과, 환경 분과,
문화 분과 그리고 봉사 분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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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과위원회별 주요 업무
평화 교류 분과는 평화 관련 국제기구 유치,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
축 등을, 평화 안전 분과는 WHO안전·건강도시, 평화지수 제고, 인권 보호 등을 담당한
다. 평화 환경 분과는 생물권 보존지역 및 친환경 개발, 환경조성 등을, 평화 문화 분과
는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화문화 확산 등을, 평화 봉사 분과는 제주평화봉사단 및
NGO 등과 평화 봉사 활동 등을 담당한다.

5) 추진 체계
분과위원회별로 평화사업을 논의한 후, 집행위원회(협의회 의장이 위원장 겸직) 심의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각 분과위원별로 사업을 실천한다.

회의 개최 상황
분과 위원회

연도별

계

전체
회의

운 영
위원회

소계

교류

안전

환경

문화

봉사

계

107

11

16

80

17

13

11

24

15

2015

14

2

12

1

2

1

6

2

2014

12

1

2

9

2

2

1

2

2

2013

11

1

2

8

2

2

1

1

2

2012

7

1

1

5

1

1

-

2

1

2011

8

1

1

6

1

1

2

1

1

2010

9

1

1

7

2

1

1

1

2

2009

7

1

1

5

1

1

1

1

1

2008

9

-

2

7

2

1

1

2

1

2005~7

30

3

6

21

5

2

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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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협의회 구성 현황
1) 역대 협의회 현황
제1기(2005. 4. 20~2007. 4. 19) : 110명 (의장: 송봉규)
제2기(2007. 6. 13~2009. 6. 12) : 72명 (의장: 송봉규)
제3기(2009. 6. 13~2011. 6. 12) : 75명 (의장: 강영석)
제4기(2011. 7. 26~2013. 7. 25) : 73명 (의장: 강영석)
제5기(2013. 9. 17~2013. 9. 16) : 80명 (의장: 강영석)
제6기(2015. 10. 27~2017. 10. 26) : 38명 (의장: 강재업)

2) 제1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 명단
(1) 자 문위원회
의장

자문
위원회
(38명)

송 봉 규

前 제주도의회의장

강 창 일

국회의원

김 우 남

국회의원

김 재 윤

국회의원

현 애 자

국회의원

이 수

동북아시아대위원회위원장

훈

비고

한 태 규

외교안보연구원장

김 원 수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유 덕 상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이 삼 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진 철 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 정 민

연세대 교수

현 인 택

고려대 기획예산처장

현 기 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김 세 택

경희대 객원교수

김 태 지

前 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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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주요경력

송 창 우

제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장

신 용 하

한양대 석좌교수

양 우 철

제주도의회 의장

송 상 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의장

박 일 환

제주지방법원장

경 대 수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양 성 언

제주도 교육감

김 성 표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

조 재 경

제주방어사령부 군제주방어사령관

류 정 선

제주도지방경찰청장

강 우 일

천주교 제주교구청교구장

표 순 호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장

중원스님

제주불교총연합회장

한 도 봉

원불교 제주교구장

강 영 석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 본부 이사장

고 인 형

(사)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제주도지부장

김

제주도 4·3사건희생자 유족 회장

두 연

이 길 현

제주도관광협회장

홍 명 표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장

김 애 경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장

한

남제주문화원장

공 익

강 인 선

비고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2) 집행 위원회
구 분
집행
위원회
(16명)
각 분과
위원장
(5명)별도
집행 위원회
(16명)

성

명

주 요 경 력

송 봉 규

협의회 의장

고 부 언

제주발전연구원장

고

제주대 교수

호 성

배 종

윤

연세대 교수

양 길 현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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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3부

구 분

집행
위원회
(16명)
각 분과
위원장
(5명)별도
집행 위원회
(16명)

성

명

주 요 경 력

양 조 훈

제주4·3사건 지원단 수석전문위원

이 규 배

제주4·3연구소장

정 우 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양 영 식

제주대 초빙교수

김 수 종

한국일보 주필

김 정 근

제주도 국제관계자문대사

김 형 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비 고

(3) 지원 위원회
구 분

지원
위원회
(15명)

성

명

주 요 경 력

김 한 욱

제주도 행정부지사

강 원 철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장

이 문 희

제주도 부교육감

김 명 립

제주시 부시장

양 광 호

서귀포시 부시장

현 한

수

북제주군 부군수

고 여

호

남제주군 부군수

강 동 헌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장

유 병 찬

제주세관장

현 경 산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조 재 선

환경부 제주환경출장소장

김 영 국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김 정 수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진 창 희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

강 명 조

제주도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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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과별 위원회
분과별

평화
교류
분과
위원회
(10명)
간사:
국제자유도시
과장

평화
안전
분과
위원회
(9명)
간사:
소방행정과장

평화
환경
분과
위원회
(10명)
간사:
환경정책과장

성

명

고 성

준

제주대 교수

위원장

양 덕 순

제주대 교수

간사

강 근 형

제주대 교수

고 용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문

주 요 경 력

김 부 찬

제주대 교수

문 정 옥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김 정 근

제주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여

운 기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사과장

정 우 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허 정 옥

탐라대 교수

이 문 교

제주관광대 교수

김 영 란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강 재 업

제주지검 범죄예방지원센터 소장

경 윤 호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이사장

보 선

김 우 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장

정

민

한라대 교수

홍 성 철

제주대 교수

홍 연 숙

한라대 교수

허 영 선

前 제민일보편집부국장

김 태 일

제주대 교수

고 철 희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

김 경 달

(주)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

송 시 태

(사) 곶자왈사람들 대표

오 경 애

제주YMCA 이사

이 지 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정 대 연

제주대 교수

정 팽 조

제주상공회의소부회장

한 승 이

제주관광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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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3부

분과별

평화
문화
분과
위원회
(10명)
간사:
문화예술과장

평화
봉사
분과
위원회
(10명)
간사:
자치행정과장

성

명

주 요 경 력

한 림 화

제주대평화연구소특별위원회

신

제주축제연구팀 위원

동 일

비 고
위원장
간사

고 성 기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장

김 민 호

제주교대 교수

김 수 환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양 조 훈

제주4·3사건지원단 수석전문위원

임 원 식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장 원 석

제주대 교수

현 길 언

한양대 교수

현 태 용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사무국장

김 성 준

제주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위원장

김 태 성

제주YMCA 사무총장

강 정 숙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장

김 순 택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장

김 정 현

제주도종합사회복지관장

박 영 준

제주도연합청년회장

이 동 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

양 길 현

제주대 교수

한 동 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지회장

홍 성 직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

위원장
간사

3) 제2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의장

송 봉 규

前 제주도의회 의장

문

정 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이 서 항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노 광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자문
위원회

명

일

주요경력

배 기 찬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신 관 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류 춘 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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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문
위원회

운영
위원회

평화
교류
분과
위원회
(10명)

평화
안전
분과
위원회
(10명)

성

명

주요경력

김 철 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김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장

두 연

고 인 형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제주도지부장

홍 명 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신 상 범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이사장

강 명 희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

양 순 강

원자력을 이해하는 제주도여성모임회장

오 경 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지역회의부의장

고 부 언

제주대학교 교수

고 성

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김

숙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김 부 찬

제주대학교 교수

강 산 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양 길 현

제주대학교 교수

양 조 훈

제주4.3사건지원단 전문위원

위 성 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 성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준

강 근 형

제주대학교 교수

강 미 선

제주특별자치도국내안내사 협회장

고 영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장

숙

김 현 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서 명 선

탐라대학교 교수

양 덕 순

제주대학교 교수

오 영 숙

前 남제주군 생활개선회장

윤 태 룡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임 점 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장

이 문 교

제주관광대 교수

김 은 정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고 우 방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사장

김 명 수

제주가족사랑상담소장

김 정 효

제주특별자치도학생상담자원봉사회장

유 용 식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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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3부

구 분

성

명

평화
안전
분과
위원회
(10명)

정

민

평화
환경
분과
위원회
(10명)

문화
분과
위원회
(9명)

평화
봉사
분과
위원회
(10명)

주요경력
제주한라대학 교수

한 영 석

새마을운동중앙회제주시지회장

홍 성 철

제주대학교 교수

홍 연 숙

제주한라대학 교수

신 상 범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이사장

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동 일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교수

문 정 복

제주시새마을부녀회장

박 인 순

제주한라대학 교수

양 인 석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장 병 순

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장

정 대 연

제주대학교 교수

채 옥 순

농가주부모임제주도연합회장

허 안 근

제주환경보전실천협의회고문

현 태 용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사무국장

김 정 열

제주YWCA 회장

변 종 헌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양

제주관광대학 교수

숙 연

이 동 호

제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장 원 석

제주대학교 교수

허 현 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현 길 언

평화의문화연구소장

김 성 준

제주대학교 교수

김 옥 랑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위원장

강 정 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 협회장

김 정 현

제주특별자치도종합사회복지관장

김 태 성

제주YMCA 사무총장

이 주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봉

위원장
간사

간사

위원장

이 현 철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장

임 은

제주외국인근로자평화공동체 공동대표

종

비고

한 동 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현 인 숙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제주지부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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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 명단
구분

성 명

의장

강 영 석

(사)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사장

문

연세대학교 교수

자문
위원회
(15명)

운영
위원회

평화
교류
분과
위원회
(10명)

주요경력

정 인

한 태 규

제주평화연구원장

이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윤

박 찬 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오 충 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 철 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홍 성 수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장

고 인 형

(사)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제주도지부장

홍 명 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남 상 옥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

양 순 강

원자력을 이해하는 제주도여성모임회장

오 경 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지역회의부의장

고 명 수

제주상공회의소부회장

허 향 진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인 석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회장

문 하 영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홍 석 표

통일교육위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김 부 찬

제주대학교 교수

강 산 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양 길 현

제주대학교 교수

양 조 훈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김 순 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 진 호

제주대평화연구소장

고 성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준

강 근 형

제주대학교 교수

강 미 선

제주특별자치도국내안내사 협회장

이 윤 희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장

김 동 욱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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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각
분과위
원장
(5명)
별도

위원장

3부

구분
평화
교류
분과
위원회
(10명)

평화
안전
분과
위원회
(10명)

평화
환경
분과
위원회
(10명)

평화
문화
분과
위원회
(10명)

성

명

주요경력

서 명 선

탐라대학교 교수

양 덕 순

제주대학교 교수

오 영 숙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개선회장

강 태 욱

제주상공회의소사무국장

임 점 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장

이 문 교

제주관광대 교수

고 우 방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이사장

김 명 수

제주가족사랑상담소장

김 은 정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김 의 근

탐라대학교 교수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정

민

위원장

제주한라대학 교수

고 우 성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홍 연 숙

제주한라대학 교수

강 상 훈

바르게살기운동도협의회장

정 대 연

제주대학교 교수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교수

문 정 복

제주시새마을부녀회장

박 인 순

제주한라대학 교수

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동 일

위원장

신 상 범

(사) 제주환경연구센터 이사장

양 광 순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김 봉 오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

채 옥 순

농가주부모임제주도연합회장

임 기 옥

(사) 자연보호중앙연맹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김 정 열

제주YWCA 회장

우 기 남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이 동 호

제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양

제주관광대학 교수

숙 연

임 원 식

비 고

위원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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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화
문화
분과
위원회
(10명)

평화
봉사
분과
위원회
(10명)

성

명

주요경력

허 정 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맹 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영

현 길 언

평화의 문화연구소장

김 숙 순

고향을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제주도지회

현 태 용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사무국장

김 성 준

제주대학교 교수

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 협회장

형 범

김 옥 랑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위원장

김 정 현

제주특별자치도종합사회복지관장

김 태 성

제주YWCA 회장

임 은

제주외국인근로자평화공동체 공동대표

종

이 선 화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제주지부장

강 영 식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장

김 옥 빈

삼다적십자봉사회장

문 춘 옥

제주시여성교통봉사대장

비 고

위원장

5) 제4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 명단
구분

성

의장

강 영 석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

김 순 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오 경 애

곶자왈 공유화재단 이사장

문

연세대학교 교수

부의장

자문
위원회
(14명)

명

정 인

주요경력

한 태 규

제주평화연구원장

김 성 규

제주관광대학총장

한 은 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이 성 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홍 성 수

제주 4·3희생자 유족회 회장

고 인 형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제주도지부장

김 영 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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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3부

구분
자문
위원회
(14명)

운영
위원회
(13명)

평화
교류
분과
위원회
(10명)

평화
안전
분과
위원회
(10명)

성

명

주요경력

원 정 상

前 서귀포시의회 의장

양 순 강

원자력을 이해하는 제주도여성모임 회장

김 문 자

제주불교여성단체연합회장

양 영 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정 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유 지 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문 영 희

제주관광공사 이사

양 영 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오 승 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김 은 석

제주대학교 교수

강 미 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장

변 대

호

제주평화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고 성

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장

비 고

※각
분과
위원장
(5명)
별도

위원장

강 인 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변 종 헌

제주대학교 교수

송 만 숙

대한간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장

임 정 민

국제가정문화원 원장

진 행 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김 혜 연

제주대학교 교수

이 광 진

제주대학교 교수

임 민 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경제인협회 재무이사

홍 말 순

한란 라이온스클럽 회장

김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위원장

김 명 수

제주가족사랑상담소장

간사

문 석 훈

산업안전협회제주지회 관리팀장

김 희 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

김 성 일

탐라대학교 교수

고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보 영

보 선

손 영 주

제주한라대학 교수

오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컨설팅위원

효 선

김 신 효

제주한라대학 교수

김 종 희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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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화
환경
분과
위원회
(10명)

평화
문화
분과
위원회
(10명)

평화
봉사
분과
위원회
(10명)

성

명

주요경력

백 원 일

삼호금속 대표

현 원 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

문 정 복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 강

제주한라대학 교수

영

비 고
위원장
간사

정 구 철

탐라대학교 교수

강 유 림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김 창 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

고 양

순

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장

오 복 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도회장

김 철 빈

한·중 지역경제협회 제주지회장

은 정 화

제주관광대학 교수

위원장

김 가 영

前 제주펜클럽 회장

간사

신 경 인

제주 YWCA 회장

이 종

제주한라대학 교수

무

이 신 선

서귀포 YWCA 사무총장

임 원 식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

권 숙 희

제주대학교 교수

고 창 훈

제주대학교 교수

이 복 자

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우 상 임

자작나무숲 대표

김 성 준

제주대학교 교수

고 혜 영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제주지부장

한

제주사회복지사 협회장

형 범

조 매 정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회장

김 종 수

제주관광대학 교수

김 태 성

제주YMCA 사무총장

임 은

종

제주외국인 평화공동체공동대표

변 홍

문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장

김 정 림

제주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팀장

임 영 랑

태고보현봉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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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간사

3부

6) 제5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 명단
구분

성

의장

강 영 석

(사)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

박 상 수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허 정 덕

제주여성역사 문화해설사 회장

문 태 영

제주평화연구원장

고 관

용

제주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현 창

하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회장

부의장

자문
위원회
(20명)

운영
위원회
(15명)

명

주요경력

정 문 현

제주 4·3희생자 유족회 회장

홍 재 형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신 상 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고 우 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고 연

원자력을 이해하는 제주도여성모임 회장

숙

한 림 화

제주4·3평화재단 이사

김 옥 산

수은교청정봉사단장

전 문 수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의원

허 익 선

평화아카데미회 회장

한 경 찬

사단법인 동려 이사장

오 문 호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고 권 택

前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장

고 상 진

前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장

강 시 우

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장

강 성 근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강 영 석

(사)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

강 근 형

제주대학교 교수

김 종 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

문 영 희

제주관광공사 이사

변 수 녀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양 기 철

국제통상국장

강 대 옥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강 정 애

(주)케이엔젤 대표

고 복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장

신

강 태 욱

비고

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
(5명)
별도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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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화
교류
분과
위원회
(10명)
간사:
평화협력과장

평화
안전
분과
위원회
(10명)
간사:
소방정책과장

평화
환경
분과
위원회
(10명)
간사:
환경정책과장

성

명

고 성

준

주요경력

비고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장

위원장

강 인 숙

제주대 평화연구소 연구원

간사

변 종 헌

제주대학교 교수

오 영 희

기아 오토큐 대표

임 정 민

국제가정문화원 원장

진 행 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강 다 원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이 광 진

제주대학교 교수

정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민

홍 말 순

한란 라이온스클럽 회장

김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보 영

김 명 수

제주가족사랑상담소장

한 옥 희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김 희 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

김 채 규

제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김 윤 숙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앙

혜 경

녹색어머니회 회장

오

효 선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컨설팅위원

김 신 효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김 종 희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백 원 일

삼호금속 대표

현 원 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

문 정 복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 영 호

서귀포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라

(주) 가교 대표

정 임

강 유 림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김 경 애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회장

김 여 선

前 국민고충처리 지역상담위원

오 복 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도회장

김 철 빈

한·중 지역경제협회 제주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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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3부

구분

평화
문화
분과
위원회
(10명)
간사:
문화정책과장

평화
봉사
분과
위원회
(10명)
간사:
소방정책과장

성

명

주요경력

비고

박 은 경

제주 YWCA 회장

위원장

우 상 임

자작나무숲 대표

간사

이 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무

부 재 호

연극협회 제주도지회장

은 정 화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윤

음악협회 제주도지회장

정 택

권 숙 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 영 호

제주대학교 교수

김 가 영

수필가

문 숙 찬

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 성 준

제주대학교 교수

고 혜 영

NH농협은행 제주대지점장

한

제주사회복지사 협회장

형 범

위원장

정 정 숙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회장

김 남 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장

김 상 현

(사) 베사모 부위원장

이 승 렬

제주시 지역사회협의회 부회장

이 운 경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장

김 정 림

제주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팀장

이 여 춘

태고보현봉사단장

간사

7) 제6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 명단
구분

성

명

의장

강 재 업

제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

고 성

제주대학교 교수

준

주요경력

비고

부의장

운영
위원회
간사:
평화협력과장

강 인 숙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의 장 단

의장, 부의장(2명)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장(5명)

양 기 철

국제통상국장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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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화
교류
분과
위원회
(6명)
간사:
평화협력과장

평화
문화
분과
위원회
(8명)
간사:
문화정책과장

평화
환경
분과
위원회
(7명)
간사:
환경정책과장

평화
봉사
분과
위원회
(7명)
간사:
자치행정과장

성

명

주요경력

강 근 형

제주대학교 교수

고 은

경

글로벌이너피스 대표

강 선 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다 카 네
카즈마사
위안밍위안
(苑明燕)

오 옥 만

월드컬쳐오픈제주본부장

안 광 희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대표

김 범 진

문화공간 양 관장

김 치 완

제주대학교 교수

Darren
S outhcott

제주위클리 편집장

오 창 윤

제주대학교 교수/산업디자인

우 상 임

자작나무숲 음악감독

홍 성 직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상임공동대표

박 용 이

국제대학교 교수(환경공학과)

박 소 연

㈜행복한요리농부 대표

고 평 열

(사)자원생물연구센터 대표

권 혁 란

前 MBC아나운서

김 경 숙

제주환경교육센터 대표

양

(주)몽생이 대표

이 지 영

환상숲 곶자왈공원 부대표

양 창 헌

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회장

강 상 철

제주평화봉사단 단장

강 승 철

제주복지회 이사

고 향

늘푸름교육봉사회 회장

김 세 균

前 KBS 편성제작국장

김 창 홍

서귀포상공회 수석부회장

한 승 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46 - 제주특별자치도

간사

주제주중국총영사관 부영사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 센터장

심

위원장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수석영사

정 지 형

순 자

비고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3부

구분

평화
안전
분과
위원회
(7명)
간사:
소방정책과장

성

명

주요경력

비고

고 재 문

제주한라대학교 교수(응급구조과)

위원장

김 영 효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제주도회장

간사

강 영 준

제주대학교 교수(응급의학과)

문 이 상

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과장

서 순 자

제주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송 재 철

한국LPG산업협회 제주도협회 회장

임 형 종

서귀포경찰서보안협력위원회 전위원장

4. 평화실천사업 추진 현황(2010년 이후)
1) 2010년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조성

사업비

6

주요 내용
주
주
일
장

제:
관:
시:
소:

비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환태평양 평화공원운동 정책세미나
범도민실천협의회, 제주국제협의회 공동
2010. 1. 27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 치: 대정읍 상모리(1,596㎡)
280
주 체: (사)제주국제협의회
(도 80,
기부금 200) 기 간:´10. 7~8(8월 7일 준공식)
내 용: 7개국 28명 대학생 자원봉사

평화교류분과
실천사업

5.4

사업명: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조성 현지조사 및 평화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내 용: 2008년 조성된 필리핀 팔라완평화소공원 현지조사 및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 추진

평화안전분과
실천사업

5.4

사업명: 세계평화의 섬 안전워크숍

평화봉사분과
실천사업

5.4

평화문화분과
실천사업

5.4

평화환경분과
실천사업

5.4

사업명: 2010아시아협력 프로젝트(해외봉사활동 지원)
내 용: 환경, 교육 2개봉사분야
- 몽골 종모드 지역
사업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 백일장 “평화의 불빛으로”
내 용: 도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 대상
사업명: “생명․환경,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 생태환경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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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평화의 섬
6주년 정책
세미나

7

▪ 주제: “2011 한반도 평화와 평화의 섬 제주”
▪ 일시/장소: 2011. 1. 27/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참석: 범도민위원, 아카데미 수강생, 도내 교수 등

어린이대상
평화그림
공모

3

▪ 주제: “함께하는 세상, 청소년이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
▪ 일시/대상: 2011. 2. 1~18/도내 초등생
▪ 시상: 최우수 1, 우수 3, 가작 10

어머니가
만드는 평화
이야기

3

▪ 일시/장소: 2011. 2. 26~27(국제평화센터)
▪ 내용: 도내 초등교어머니회 국제평화센터 견학, 아이들에게
보내는 평화의 엽서 쓰기, 평화강연 등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조성 1주년
기념행사

5

▪
▪
▪
▪

2011 자전거
평화대행진

3

▪ 일시: 2011. 9. 24~25
▪ 내용: 도내 고교생 200명 평화의 섬 홍보 자전거 도 일주
▪ 주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국제평화증진
연합국제보도
사진전

5

▪ 일시: 2011. 11. 16~17
▪ 내용: UN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전세계 포토저널리스트
대상 공모전 수상작 79점 전시
▪ 주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연합뉴스

아시아협력
프로젝트
(캄보디아
봉사활동)

4.2

▪ 일시: 2011. 6. 30~7. 10
▪ 주관: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봉사분과
▪ 내용: 환경, 문화공연 2개 봉사 분야

세계평화의 섬
평화유산찾기

4.2

▪ 일시: 2011. 11. 1~10
▪ 내용: 평화문화포럼, 해양음악연주, 영감놀이
▪ 주관: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문화분과

생태환경
선진지 비교
시찰

4.2

▪ 일시: 2011. 11. 8~10
▪ 내용: 제주도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선진지 시찰
▪ 주관: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환경분과

안전도시
구현 선진지
탐방

4.2

▪ 일시: 2011. 11. 30~12. 2
▪ 내용: 중앙119구조단,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탐방
▪ 주관: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안전분과

평화교류
활성화 도민
워크숍

4.2

▪ 일시: 2011. 12. 12
▪ 주관: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교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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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주제: “평화소공원 조성 1주년 평화와 생명의 릴레이”
일시: 2011. 8. 20
주최/주관: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장소: 대정읍 평화소공원 현지

비고

3부

3) 2012년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 내용

비고

평화의 섬
7주년 정책
세미나

5.5

▪ 주제: “7주년 성과와 의미, 향후 평화실천 방향”
▪ 일시/장소: 2012. 2. 3/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참석: 범도민위원, 아카데미 수강생, 도내 교수 등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2주년
기념행사

2.2

▪ 일시/장소: 2012. 8. 11 /대정읍 현지
▪ 주제: “제주의 평화를 이야기하다, 환경과 평화”
▪ 참여: 제주국제협의회, 제주건축학회

세계평화의
홍보 한마당
교류행사

10

▪ 일시/장소: 2012. 10. 18~19/도내 일원
▪ 내용: 탈북어린이 교육시설인 서울 소재 삼흥학교 어린이 초청
교류행사

2012 자전거
평화대행진

3

▪ 일시: 2012. 10. 27~28
▪ 내용: 도내 고교생 200명 평화의 섬 홍보 자전거 도 일주
▪ 주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
협의회
전체위원
워크숍

-

▪ 일시/장소: 2012. 11. 2/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내용: 범도민 실천협의회 전체위원(73명)이 모여 평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진단

평화의식
함양
분단현장
답사

5

▪ 일시: 2012. 6. 26~27
▪ 답사 지역: 판문점, 통일다리, 도라산, 서울 삼흥학교
▪ 내용: 통일을 대비한 분단현장 답사, 탈북학생 교육시설 방문 견학

아시아협력
프로젝트
(캄보디아
봉사활동)

5

▪ 일시/국가: 2012. 6. 24~7. 1/캄보디아
▪ 내용: 환경개선, 교육지원 2개 봉사 분야
▪ 참가: 도민해외봉사단 21명

평화의 마음을
여는 음악회

5

▪ 일시/장소: 2012. 10. 13/제주도립미술관 야외음악당
▪ 내용: 성악 2중창, 합창 협연 등
▪ 참가: 평화문화분과 위원 10명, 도민 200명

제주자연
바로알기
체험행사

5

▪ 일시: 2002. 12월 10(탐사), 26(세미나)
▪ 장소: 한라산 일대(탐사), 탐라수목원(세미나)
▪ 내용: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탐사,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지역
탐사

평화안전
체험행사

5

▪ 일시/장소: 2012. 12. 12/도내 안전시설
▪ 내용: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안전체험 심포지움, 도내 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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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 주요 사업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분과위원회 사업에 대한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 시
찰, 도민 학습, 토론회 등을 가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교류 분
과위원회는 평화 선진도시 오키나와 시찰을 통하여 제주와의 교류방안을 논의하고, 평화
축제 등 행사를 벤치마킹하여 제주 평화사업의 미래를 진단하였다. 평화봉사 분과위원회
는 동티모르 해외 봉사활동을 통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전파하였다(* 2012년
도: 제주 국제개발협력 원년 선포). 평화환경 분과위원회는 환경 선진지 일본 키타큐슈
를 시찰하고, 자연유산 체험학습, 환경보전 도민토론회를 개최해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분위기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평화안전 분과위원회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평화문화
분과위원회는 연말 세밑 온정을 불러 모으기 위해 제주시청 앞에서 평화음악회를 개최,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평화의 섬
8주년 정책
세미나

7

▪ 주제: “8주년 성과와 의미, 향후 평화실천방향”
▪ 일시/장소: 2013. 2. 1/제주상공회의소
▪ 참석: 범도민위원, 아카데미 수강생, 도내 교수 등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3주년
기념행사

5

▪ 일시/장소: 2013. 8. 9~12/대만 가오슝
▪ 내용: 평화공원 준공식 참석 및 교류협의
▪ 참여: 교류분과위원장 및 평화협력과

제3회
제주청소년
모의UN회의

5

▪ 일시/장소: 2013. 9. 14~15/탐라교육원
▪ 내용: 북한 핵문제, 세계 식량문제 주제
▪ 참여: 도내 30여개 초중고생 120명

제5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
의회 출범식

-

▪ 일시/장소: 2013. 9. 17/도청 4층 대강당
▪ 내용: 제5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
(총 80명, 남 44명, 여 36명) 위촉 및 출범, 의장, 부의장 선출

2013 자전거
평화대행진

3

▪ 기간: 2013. 10. 19~20
▪ 내용: 도내 고교생 200명 평화의 섬 홍보 자전거 도 일주
▪ 주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지방정부
ODA
정책토론회

3

▪ 일시/장소: 2013. 10. 31/도의회 도민의 방
▪ 내용: ODA 사업내용, 방식, 과정 논의
▪ 참여: 도의원, ODA 전문가 등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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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부

사업명

사업비

주요 내용

비고

동티모르
해외봉사

9

▪
▪
▪
※

평화선진도시
오키나와
시찰

9

▪ 일시/국가: 2013. 12. 14~17/일본 오키나와
▪ 내용: 평화대공원 시찰, 오키나와 현청 방문
▪ 참가: 교류분과위원 7명, 평화협력과

평화의 마음을
여는 음악회

9

▪ 일시/장소: 2013. 12. 21/제주시청 앞
▪ 내용: 관악합주, 보컬협연, 새터민 노래
▪ 참가: 평화문화분과 위원 10명, 도민 200명

세계환경수도
조성
도민역량
결집사업

9

▪ 일시: 2013. 9~12
▪ 장소: 일본 키타큐슈, 도내 일원
▪ 내용: 환경선진지 키타큐슈 시찰, 자연유산 도내 체험학습, 환경
보존 도민 토론회

자살예방
전문가
세미나

9

▪ 일시/장소: 2013. 12. 20/라마다 호텔
▪ 내용: 자살사고 예방 전문가 세미나
▪ 참가: 안전분과위원, 도내 안전단체 등

일시: 2013. 6. 30~7. 8
봉사지역: 동티모르
내용: 환경개선, 교육지원, 문화교류
해외평화봉사단 + 평화봉사분과 합동 추진

4) 2014년 주요 사업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사
전에 논의되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다. 평화교류 분과
위원회는 제주도 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평화
와 역사 답사를 추진하여 제주사회가 배타성이 없는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보여 주
었다. 평화봉사 분과위원회는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통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
지를 전파하였다.
평화환경 분과위원회는 국내 환경 선진지인 울산, 대구 등을 시찰하고, 자연유산 체
험학습, 환경보전 도민토론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분위기 강화에 크
게 기여하였다.
평화안전 분과위원회는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인 홍콩을 비교 견학하여 제주자치도가
세계안전도시로 육성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평화문화 분과위원회는 평화
영화제 및 평화의 섬 홍보 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평화수호의 마인드를 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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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평화의 섬
9주년 정책
세미나

6

▪ 주제: “9주년 성과와 의미, 향후 평화실천방향”
▪ 일시/장소: 2014. 2. 14/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참석: 범도민위원, 아카데미 수강생, 도내 교수 등

UN평화의 날
기념 평화의
길 걷기 행사

3

▪ 일시/장소: 2014. 9. 20/관덕정∼사라봉 일원
▪ 내용: UN평화의 날 기념, 평화의 길 걷기
▪ 참여: 도민 500명

2014 자전거
평화대행진

3

▪ 일시: 2014. 10. 18~19
▪ 내용: 도내 고교생 200명 평화의 섬 홍보 자전거 도 일주
▪ 주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히말라야
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50

▪ 일시/장소: 2014. 7. 22~2015. 1. 22/인도 실리구리
▪ 내용: 도서관 2층(80평) 건립 지원
▪ 사업시행주체: 범도민실천협의회

캄보디아
해외봉사

9

▪
▪
▪
※

도내 글로벌
학생 평화,
역사 답사

9

▪ 일시/장소: 2014. 11. 1/도내 일원
▪ 내용: 외국학생, 다문화 학생 등 도내 답사
▪ 참가: 교류분과위원 12명, 글로벌학생 200명

세계평화의 섬
홍보 소식지
발간 및
영화제 개최

9

▪ 일시/장소: 2014. 9. 10/제주시 일원
▪ 내용: 소식지 발간 및 영화제 개최
▪ 참가: 평화문화분과 위원 10명, 도민 200명

세계환경수도
조성
선진지 견학
및 청소년
토론회

9

▪ 환경선진지 시찰
- 일시: 2014. 11. 14~15, 12. 26
- 장소: 구미, 울산 부산, 도내 일원
- 내용: 자연유산 도내 체험학습 등
▪ 환경보존 청소년 토론회
- 일시: 2014. 12. 26
- 장소: 한라수목원 세미나실
- 참가자: 도민, 청소년 등 85명
- 내용: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국외 재난안전
시설 선진지
견학

11

▪ 일시/장소: 2014. 12. 10~14/홍콩
▪ 내용: 아시아 안전도시 네트워크 본부 시찰
▪ 참가: 안전분과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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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 7. 5~13
봉사지역: 캄보디아 쌈모라룸코
내용: 환경개선, 교육지원, 문화교류
해외평화봉사단, 평화봉사분과 합동 추진

비고

3부

5) 2015년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주요 내용

비고

30

주제: 10주년 성과와 의미, 향후 평화사업 실천방향
일시/장소: 2015. 2. 6/상공회의소
주관: 범도민실천협의회
참석: 범도민위원, 아카데미 수강생, 도민 등 200여명

50

기간: 2015. 12. 14~20/인도 실리구리
내용: 도서관 건립지원 후속사업
- 도서(성인·청소년·어린이용) 지원
- 책장 및 열람 테이블 지원 등
주관: 범도민실천협의회, 조수교회

60

기간: 2015. 10. 11~16
주관: 범도민실천협의회
대상지역: 동티모르 딜리
지원내용: 한국어학교(KSLP) 환경개선
- 에어콘, 책걸상 및 집기지원 및 학교 리모델링
- 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지하수 개발 등

10

기간: 2015. 8. 22~8. 30
대상국가: 몽골(만달솜)
주관: 범도민회 봉사분과 + 제주평화봉사단
내용: 환경개선, 네츄럴 힐링센터 시설 및 교육·문화교류 등

10

기간/장소: 2015. 11. 21/도내 일원
내용: 평화유적지 답사 “평화의 징검다리Ⅱ”
- 이시돌목장과 테쉬폰 가옥, 알뜨르비행장, 섯알오름
학살터, 희생자 추모비, 백조일손 묘 등 답사
참석: 도내 대학생 및 외국 유학생 등 80여명

문화분과사업

20

 평화문화 한마당 “평화의 손짓” 행사 개최
일시/장소: 2015. 12. 26/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내용: 문화 이주민 토크 콘서트, 공연 등
참가: 범도민회, 예술인 등 도민 100여명
 평화의 섬 소식지 발간(한·중국어, 2,000부)

안전분과사업

10

일시/장소 : 2015. 9. 10 / 라마다호텔 회의실
사업 내용 :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 방안” 세미나 개최
참가: 범도민회, 소방, 병원, 관련단체 등 110명

평화의 섬
10주년 정책
세미나

히말라야
도서관
도서보내기

동티모르
ODA사업

봉사분과사업

교류분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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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1. 감귤·당근 등 북한 보내기 사업
1) 사업 개관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
교류사업의 발단은 특기될
만하다. 과잉 생산된 1998
년산 감귤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중 제주도 내 종
교계 일각에서 제주특산
물인 감귤을 북한에 보내
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
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도
움이 되고, 감귤 가격의 안
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

새천년맞이 북한에 감귤 보내기 제주도민운동 발대식

고 제안했다. 이에 ‘새천년
맞이 북한에 감귤 보내기 제주도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00톤의 감귤을 1999년 1월 대
한적십자사의 중재로 북한에 처음으로 보냈다.
이러한 감귤 보내기 운동이 확대되어 2000년 11월 ‘북한동포돕기 제주도민운동본부’
가 결성되었고, 2001년에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로 개칭되었다.

<북한동포돕기 제주도민운동본부 조직>
상임대표

강영석(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정은(세계섬문화축제위원장)

김정서(제주영락교회 담임목사)

김태혁(제주도교육청 교육감)

송정은(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장)

고성돈(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한영희(제주MBC 사장)

김태성(제주YMCA 사무총장)

문영자(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공동대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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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직이 정비되자 대한적십자사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중재없이 ‘조선아․
태평화위원회’ 측과 북경에서 직접 협의하는 독자적인 대북창구가 구축되었고, 후에 대
북 접촉채널은 ‘조선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로 바뀌었다. 2001년 11월 28일 ‘남북협력제
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은 북한 ‘조선민족화해협의회’와 북경에서 만나 「제주도민 북
한 방문과 제주산 농산물 지원 및 분배 확인 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민 북한 방문과 제주산 농산물 지원 및 분배 확인 등에 관한 합의서>
1. 제주도민 북한 방문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1) 북한 측은 1998년부터 4차에 걸쳐 인도적 차원에서 감귤을 지원한 제주도민에게 감사의 표시로
2002년 5월 초순 인원수에 관계없이 제주도민을 초청하여 평양, 묘향산, 백두산을 방문케 한다.
2) 방문경로는 제주-평양의 직항로를 이용하며 항공기는 대한민국 국적기로 한다.
3) 북한 측은 2002년 5월 초순에 고인돌 취재를 위해 5-7명의 인원을 평양에 방문하도록 초청하며,
이에 따른 기술(녹음, 녹화설비)적 편의를 제공한다.

2. 제주산 농산물 지원 및 분배 확인
1) 제주도에서 생산한 감귤 10,000톤, 당근 4,000톤을 2001년 12월 중순부터 2002년 1월까지 5차
에 걸쳐 북한 측에 전달한다.
2) 전달방법은 해상선박을 이용하며, 제주항에서 남포항으로 직송한다.
3) 매회 수송선박에 관계자 2-4명이 승선하여 남포항에서 북한 측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4) 인도요원들은 인도 후 감귤과 당근 분배 확인을 위하여 평양, 남포, 묘향산을 방문하며 이에 따른
편의와 무사귀환 그리고 신변안전을 북한 측이 책임진다.

3. 북한민족화해협의회는 위 사항에 대한 이행약속을 보장한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북한과 대북지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본격적으로
감귤과 당근을 보내기 위한 현물 및 성금모금 운동에 나서는 한편, 출항 및 분배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였다. 많은 도민들이 단체별, 기관별, 개인별로 성
금과 현물을 기증하여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통일부 산하 법인이 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을 확
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해마다 도민들의 성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부담을 덜면서 운동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제주도는 2007년 5월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차적으로 일정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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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하는 방식으로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키로
했는데 2015년 11월 현재
2,100백만원의 기금이 확
보된 상태다.
매해 11월에서 이듬해 2
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
는 감귤 보내기 사업은 제
주도 내와 도외 거주 출향
인사들의 성원까지 모아
제주도 감귤 선적

지면서 2010년까지 계속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대북지원 사례
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비타민C
외교’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
2006년, 2007년, 2009
년에는 북한에 감귤과 함
께 당근도 보냈다. 이로써
2010년까지 감귤 4만 8천

북한 감귤 하역

톤, 당근 1만 8천톤 등 총
6만 6천톤의 제주산 농산

물을 북측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2002년과 2004년에는 ‘북한 어린이에게 겨울옷 보내기’ 사업이 추가되었고,
2003년에는 목초종자 지원, 2004년과 2005년, 2007년에는 의약품 보내기 운동 등 인
도적 대북지원사업이 2010년 5.24 조치로 중단되기 이전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2) 추진 개요
본 사업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
동본부(우리측), 조선민족화해협의회(북측)이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66,428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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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백만원)
계

구분
계

물량

감 귤
금액

물량

당 근

금액

66,428 23,338 48,328 18,443

재

물량

금액

계

국비

18,100

4,895 23,338

원
지방비

11,023

9,726

1999

100

163

100

163

-

-

163

-

-

2000

4,336

1,367

4,336

1,367

-

-

1,367

-

130

2001

5,031

1,419

3,031

844

2,000

575

1,419

-

2002

10,105

4,122

6,105

2,358

4,000

1,764

4,122

2003

4,000

1,020

4,000

1,020

-

-

2004

7,500

2,147

7,500

2,147

-

2005

8,107

2,437

8,107

2,437

-

2006

10,049

3,438

3,049

2,038

2007

4,360

1,470

260

604

2008

11,340

4,847

11,340

4,847

2009

1,300

608

300

318

1,000

2010

200

300

200

300

-

기타
2,589
163
1,237

874

545

2,627

1,310

185

1,020

542

408

70

-

2,147

1,381

707

59

-

2,437

1,587

757

93

7,000

1,400

3,438

1,666

1,724

48

4,100

866

1,470

493

798

179

-

4,847

2,727

2,110

10

-

290

608

-

608

-

-

300

-

300

-

3) 감귤 북한 보내기 추진체계
소요
기간(일)

주관

통신, 회합 등의 방법으로 남북교류
협의

10

도민운동본부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협의

10

도민운동본부

감귤지원 물류비 ▪ 남북협력기금(통일부) 신청
확보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부)신청

20

감귤특작과

▪ 대북지원에 따른 양측 의향서 교환
감귤지원에 따른
▪ 대북일정, 방법, 특이사항 등 구체적
북측과 협의
사항 논의

5

도민운동본부

30

감귤특작과

농·감협
감귤출하연합회

20

감귤특작과

농·감협
감귤출하연합회

구분
북한 접촉신고
북한(민화협) 협의

감귤 현물 확보

내용

▪ 농·감협 및 농가를 대상으로 확보
(유상구매 및 성품)
▪ 선과장을 지정하여 수집

▪ 포장단위 10kg
수집된 감귤 선과
▪ 포장용기 별도 도안(통일부협의)
포장 및 보관
▪ 포장감귤 선과장 임시보관

관계기관
(부서.단체)
통일부
민화협(북측)
평화협력과/서울본부
통일부
민화협(북측)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평화협력과
통일부
민화협
평화협력과/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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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일)

주관

10

도민운동 본부

10

도민운동 본부

항운노조

1

도민운동 본부

국립식물검역소
제주지소

감귤선적 완료 후 즉시 출항

1

도민운동 본부

수송선박 3명 동승방북 남포항에서
북측 인도

5

도민운동 본부

구분

내용

감귤 육상 운송

▪ 선과장→제주항 육상 운송
▪ 수송업체 별도계약 체결
제주항도착 즉시 선적
(선적불가시 제주항 야적)
하차 및 용선은 항운노조 협의

제주항에서 하차
및 선적(용선)

검역 및
해상운송

▪ 선적시 감귤 검역
병해충 부착여부 및 부패과 확인
▪ 제주항→공해→남포항
해상운송업체 별도계약(제3국적선)

출항
인도 및
분배 확인
계

관계기관
(부서.단체)
농·감협
감귤특작과

민화협(북측)

122
※ 출처: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4) 사업 주체: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법인 설립일자는 2001년 5월 4일(소관부처: 통일부)이고,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일자는
2001년 3월 7일이다. 설립 목적은 제주도와 북측사이의 농·축·수산 교류협력사업 추
진, 제주도와 북측사이의 학술·문화·예술·관광 등 제반 분야의 교류사업 추진, 그리고
평화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이다.

5) 조직
(1) 기구 현황
명예이사장(1인)
이사장(1인)
부이사장(3인내외)
이사회(15인내외)

후원회(1,000인)

감사(2인)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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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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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현황
직책

성

명

명예이사장 원 희 룡
이사장

부이사장

기관이사

이사

소속

비고 성

명

소속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 영석

청암기업회장

고성 준

제주대학교 교수

이현동

한마음병원외과 과장

김문자

경화산업회장

정팽조

前 상공회의소 부회장

오경 애

前 YWCA 회장

강덕재

농협 제주지역 본부장

신규

김용호

제주감협조합장

”

이동대

제주은행장

”

강재업

삼영교통 회장

백원민

예나산부인과 원장

고두배

前 농수축산국장

고상 호

제주막걸리 대표

고용 문

사라신협 이사장

”

이문 웅

前 교육위원

김세지

시현건축소장

”

이영철

前 영어학원장

신규

김영환

한국전력거래소 부장

”

전문수

삼익 대표이사

”

김창홍

파라다이스건설 고문

”

정 상기

김녕요트 이사

박용한

박정신과의원 원장

자문위원
(연구,법률)

강근형

제주대교수

강덕부

前 시교육장

감사

강석반

세무사

사무총장

강인숙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신규

송 성하 기아자동차 한라대리점 대표 신규
신규 양 길 현

신규 강 병 삼
”

제주대 교수

”

변호사

”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

홍재형

前 통일교육원장

6) 연혁
▪ 1998. 12 제1차 감귤 보내기 사업(감귤 100톤)
▪ 1999. 12 제2차 감귤 보내기 사업(감귤 4,336톤)
▪ 2000. 12 제3차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감귤 3,031톤 당근2,000톤)
▪ 2001. 12 제4차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감귤 6,105톤 당근4,000톤)
▪ 2002. 5 제1차 제주도민 평양 방문(253명)
▪ 2002. 11 제2차 제주도민 평양 방문(257명)
▪ 2002. 12 북녘어린이에게 동내의 보내기(5,000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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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2 제5차 감귤 보내기 사업(감귤 4,000톤)
▪ 2003. 8 제3차 제주도민 평양 방문(256명)
▪ 2003. 10 녹화사업관련 목초종자 지원(2톤)
▪ 2003. 12 제6차 감귤 보내기 사업(감귤 7,500톤)
▪ 2004. 5. 3 용천동포 관련 의약품 기증
▪ 2004. 5. 3 용천동포 관련 생활용품 기증
▪ 2004. 12. 31 제7차 감귤 보내기 사업(8,107톤)
▪ 2005. 1. 4 의약품 지원사업(24종, 55,589점)
▪ 2005. 1. 12 북녘어린이에게 동내의 보내기(600벌)
▪ 2005. 12 제8차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감귤 3,049톤, 당근 7,000톤)
▪ 2007. 2 제9차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감귤 260톤, 당근 4,100톤)
▪ 2007. 2 성홍열치료제 의약품 지원사업
▪ 2007. 10 북한수해 피해돕기 제주감귤주스 지원(1.5L 60,480병)
▪ 2007. 11 제4차 제주도민 평양 방문(69명)
▪ 2007. 12 개성깐마늘공장에 여성용자전거 지원(200대)
▪ 2007. 12 제10차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감귤 11,500톤)
▪ 2009. 1 제11차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감귤 300톤 당근 1,000톤)
▪ 2009. 1 제주산 흑돼지 평양농장 내부기자재 지원
▪ 2010. 2 제12차 감귤 보내기 사업(감귤 200톤)

7) 주요 사업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 제주도민 평양 방문 사업, 제주도의 대북 교류협력에 관한 학
술조사 및 연구, 그리고 제주도의 대북 경제협력 제반사업 등이다.

8) 대북사업 추진 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지역

사업상대방

1998
1999
2000

지원금액
163,371

일반구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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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당근 보내기

평양,남포,개성

아-태

1,367,000
1,419,024

민화협

4,122,069

3부

(단위: 천원)
년도별

사업분야

2002

일반구호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명

사업상대방

유아동내의 보내기
감귤․당근 보내기

농업복구

목초종자 지원

일반구호

감귤․당근 보내기

보건의료

의약품 지원

일반구호
일반구호
일반구호

사업지역

50,000
1,020,311

평양,남포,개성

20,000
2,146,686

용천

2,700,000

유아동내의 보내기
감귤․당근 보내기

지원금액

6,000
평양,남포,개성

2,436,594
3,437,730
민화협

농업복구

건축자재 지원

개성

40,000

일반구호

감귤․당근 보내기

평양,남포,개성

농업복구

제주감귤주스 지원

일반구호

자전거 지원

보건의료

의약품지원

일반구호

감귤․당근 보내기

농업복구

돼지농장 지원

평양 덕동리

200,000

일반구호

감귤 보내기

평양,남포,개성

280,000

1,470,387
90,000

개성

20,000
5,000

평양,남포,개성

4,847,830
601,000

계

26,443,002

9) 감귤․당근 북한 보내기 사업
1998년부터 매년(현재는 5.24조치로 중단 상태) 평양·남포·개성 지역의 노인, 임산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귤, 당근을 지원(평양산원, 평양 육아원 등)하였다. 사업 상대방
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다. 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물자 지원 내역

금액(천원)

1998

감귤 100톤

163,371

1999

감귤 4,336톤

1,367,000

2000

감귤 3,031톤 당근 2,000톤

1,419,024

2001

감귤 6,105톤 당근 4,000톤

4,12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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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물자 지원 내역

금액(천원)

2002

감귤 4,000톤

1,020,311

2003

감귤 7,500톤

2,146,686

2004

감귤 8,107톤

2,436,594

2005

감귤 3,049톤, 당근 7,000톤

3,437,730

2006

감귤 260톤, 당근 4,100톤

1,470,387

2007

감귤 11,340톤

4,847,830

2008

감귤 300톤, 당근 1,000톤

601,000

2009

감귤 200톤

280,000

계

감귤 48,328톤, 당근 18,100톤

23,312,002

1998년산 감귤부터 제주도민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감귤·당근 등) 북한 보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
하였다. 또한,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은 해외언론을 통해 남북 당국 간 경색관계의 해소
에 기여하여 비타민C 외교로 평가되었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북한 사이의 신뢰를 굳건
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향후 다양한 교류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
로 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 북한 보내기 사업은 감귤, 당근 등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처
리를 통한 가격지지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다. 추진 기간 중 북측으로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5.24조치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감귤지원에 따른 북한 내 분배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
하여 2000년 2월 김정서
제주영락교회 담임목사를
단장으로 한 1차 분배 확
인을 시작으로, 2000년 3
월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를 단장으로 하는 2차 분
배 확인, 2001년 1월에는
강영석 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3
차 분배 확인과 신철주 북
제주군수를 단장으로 하
분배된 감귤을 먹고 있는 북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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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차 분배 확인을 실시

3부

했다. 그 후 2007년 2월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경색국면에서도 3명의 인도요원이 5
차 감귤 분배 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전후 5차에 걸친 감귤 분배현장 모니
터링 개요는 다음과 같다(※ 출처: 『평화의 감귤, 한라에서 백두 1999-2009』).
▪ 1차 일시 2000. 2. 8~12(3박 4일) 문영희 사무총장 등 5명(평양)
▪ 2차 일시 2000. 3. 28~4. 1(3박 4일) 허기화 공동대표 등 4명(평양)
▪ 3차 일시 2001. 1. 7~13(6박 7일) 강영석 상임공동대표 등 9명(평양)
▪ 4차 일시 2001. 2. 5~10(5박 6일) 고성돈 공동대표 등 10명(평양)
▪ 5차 일시 2007. 2. 18~25(3박 4일) 양두환 위원 등 3인(평양)
1. 감귤 분배 확인을 위한 1차 평양 방문
1) 일시: 2000. 2. 8~12(3박 4일)
2) 목적: 지원된 감귤의 주민 적정 분배 확인 및 향후 지원방안 협의 등
3) 확인단(5명): 김정서 제주영락교회 담임목사(단장), 이창규 농협중앙회제주지역 본부장, 임문철 천주교
서문성당 주임신부, 문영희 제주YWCA 사무총장,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협력국장

2. 감귤 분배 확인을 위한 2차 평양 방문
1) 일시: 2000. 3. 28~4. 1(3박 4일)
2) 목적: 지원된 감귤의 주민 적정 분배 확인 및 향후 지원 방안 협의 등
3) 확인단(4명): 우근민 제주도지사(단장), 허기화 대정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현경희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함승찬 표선농업협동조합 조합장

3. 감귤 분배 확인을 위한 3차 평양 방문
1) 일시: 2001. 1. 7~13(6박 7일)
2) 목적: 지원된 감귤의 주민 적정 분배 확인 및 향후 지원방안 협의 등
3) 확인단(9명):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단장), 한영희 제주MBC 사장, 문영자 제주도여성단체협의
회 회장, 오경애 제주YWCA 회장, 정팽조 제주근대화체인 대표이사, 문홍익 제주물산 대표이사, 양승
홍 천일목재사 대표, 고용문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고성준 제주대 교수
4) 분배 확인지: 평양소재 창광유치원(원장 임영희), 9·15탁아소(소장 김종숙), 평양산원(담당의사 표혜숙)
5) 확인 내용
○ 감귤전달시기(2001. 1. 1)
○ 유치원과 탁아소: 오전·오후간식으로 제공, 감귤이 크고 맛이 좋았으며 제주도민에게 감사드림. 남북
이 통일되면 제주도를 방문하고 싶음(유치원장, 탁아소장)
○ 평양산원에서는 환자, 병원 관계자에게 분배.
6) 협의 및 합의 사항
○ 감귤 지연에 따른 2차 분배 확인단(10명) 방북일정 확정(2001. 1. 30)
○ 당근 지원 협의(2001. 1월중 2,000톤 지원):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와 북경에서 실무협의를 가지
기로 함.
○ 향후 문화교류사업 의견 교환
■ 예술문화교류: 북한예술단 제주도 방문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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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학술교류: 한라산, 백두산 공동 학술탐사, 관광전문가 지원
제주 농·축산물 지원 관계
농산물 지원(감귤지원에 많은 기대감 표시)
축산물 지원(‘돼지종돈’ 분양사업에 깊은 관심 표명)
농산물 운송방안 개선
향후 북측 선박의 활용, 경의선 철도 개통 시 육로 이용 등 추후 검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교환
협의된 사안 중 실현 가능한 것부터 빠른 시일 내 합의

4. 북한 전금진 단장 초청 만찬 및 간담회
1) 일시: 2001. 1. 9, 18:30~21:30
2) 장소: 고려호텔 3층 연회실

전금진 단장(북한측)
“새해 남한으로부터 첫 번째 손님인 북한동포돕기 제주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환영하며 어
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감귤을 보내준 제주도민의 동포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준 감귤은 평양특별시를 비롯 여러 시도에 사는 인민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지난 9월 제주에서 개최된 일련의 회담시 북한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준 제주도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21세기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중심역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향후 북한과 제주도 사이에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기대하며 저희들도 그 소임을 다하겠습
니다. ”
강영석 상임대표(한국측)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환영과 의견 교환에 적극 임해준 전금진 단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째 접어든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은 전 제주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북화해협력의 선두자로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김정
일 국방위원장의 제주방문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북한동포의 제주
방문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민의 북한 감귤지원에 대한 우정의 표시로 문화예술단 방문공연이 이루어진다
면 향후 교류협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5. 감귤 분배 확인을 위한 4차 평양 방문
1) 일시: 2001. 2. 5~10(5박 6일)
2) 확인단(10명): 신철주 북제주군수(단장), 고성돈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김봉수 서귀포농업협동
조합 조합장, 오홍식 제주감귤협동조합 조합장, 강영필 제주MBC문화방송 보도국장, 오창수 KCTV제
주방송 보도부장, 임은종 신광교회 목사, 문창우 천주교제주교구 신부, 김태성 제주YMCA 사무총장,
문영희 제주YWCA 사무총장
3) 확인지: 평양산원, 탁아소,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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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 내용
○ 오전, 오후 간식으로 제공
○ 감귤이 크고 맛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함.
5) 북측 환영만찬 및 간담회
○ 일시: 2001. 2. 6. 18:00~20:00
○ 장소: 고려호텔 연회실
○ 내용
■ 감귤지원과 당근지원 계획 관련 북측 답변: 감귤은 아주 맛있게 먹었음. 당근은 잘게 썰어서 먹었음.
대량소비는 불가함.
■ 2001년 10월 31일~11월 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대회 초청건에 대한 북측 답변: 세계
대회 주최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됨.
■ 예술단 공연 등 문화예술교류추진에 따른 북측 답변: 앞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음.
■ 종돈 분양의 기술진 파견에 따른 북측 답변: 제주도에서 북한에 종돈 분양, 시설 지원 및 연구원 파
견을 희망

6. 감귤 분배 확인을 위한 5차 평양 방문
1) 일시: 2007. 2. 18~25
2) 장소: 평양육아원 (평양시) 당 직영 고아보호시설
3) 확인자: 양두환(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김동철(제주시청 감귤농정과), 부춘철(제주도항운노동
조합 반장)
4) 확인 내용
○ 인도단 일행은 2007년 2월 22일 평양육아원을 방문하여 보호시설 내에 있는 아동(4세)들에게 감귤
을 제공하여 분배되는 현장을 확인함.
○ 평양 육아원 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육아원에 제주산 감귤 1톤이 공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어린이들의
15일 정도 간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함.
○ 공급된 물량은 300명의 어린이들에게 하루 한 알씩 제공하고 개별 보관 중에 있다고 설명.
○ 평양 육아원 원장은 제주도에서 지원되는 감귤은 어린이들 중심으로 분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감
사의 뜻을 전하고 더 많은 양을 보내줄 것을 희망함.

2. 제주도민대표단 방북 사업
1) 사업 개관
제주도민의 감귤 보내기 등 인도적 지원운동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북한과의 신뢰관
계도 더욱 굳어져 갔다. 이에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
협)’간의 협의를 거쳐 북한당국은 대규모 제주도민대표단의 방북을 초청했다.
2002년 5월 제1차 제주도민대표단의 방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분단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제주도민대표단의 방북은 제주-평양 직항로를 통해 2007년 까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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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2002년 5월 10~15일에 253명으로 구성된 제주도민대표단
의 제1차 방북에 이어 2002년 11월 25~30일에는 257명으로 이뤄진 제주도민대표단의
제2차 방북이 있었고, 2003년 8월 25~30일에는 256명으로 구성된 제주도민대표단의
제3차 방북이 이뤄졌다. 방북한 제주도민대표단은 북측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는
한편 평양과 묘향산, 개성, 백두산 등지를 둘러보았다.
제4차 방북은 우여곡절 끝에 제3차 방북 이후 4년여 만에 이뤄졌다. 2004년 7월 북
한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불참 파동과 탈북자 대거 입국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남북
교류사업이 중단되었고, 북한은 예정된 제4차 제주도민 방북사업을 연기시켰다. 10개월
의 소강국면을 거쳐 2005년 5월 이후 남북관계는 다시 이전의 화해협력 기조로 복원되
었다. 그러나 북한의 민화협은 2005년 10월 ‘아리랑’ 관람 성격만의 1박2일 제주도민 방
북을 초청했고, 제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짧은 일정인데다 교류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
아 보류시켰다.
제4차 방북은 이로부터 2년이 더 흘러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
난 뒤에야 이뤄졌다. 종전의 250여명에 비해 인원이 크게 줄어든 69명의 제주도민대표
단은 2007년 11월 12일에 제주도가 주도해 설립한 ‘제주항공’을 타고 제주-평양 직항로
를 통해 방북길에 올라 향후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고 평양과 묘향산, 정성의학센터 등
지를 둘러보았다.

제1차 제주도민대표단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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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북 실적: 2002. 5~2007. 11 기간 중 4차(총 835명)
(1) 제1차 제주도민대표단 방북
2002년 5월 10일부터 15일(5박 6일)까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사장 강영석)
의 주관으로 강영석이사장을 비롯한 제주도의 대북교류사업 관계 인사 253명은 북한 민
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의 초청으로 ‘대한항공’편으로 제주공항~평양순안공항 직항
로를 이용하여 평양 및 백두산을 방북하였다.
(2) 제2차 제주도민대표단 방북
2002년 11월 25일부터 30일(5박 6일)까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사장 강영석)
의 주관으로 강영석 이사장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대북교류사업 관계 인사 257명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의 초청으로 ‘대한항공’편으로 제주공항~평양순안공항 직
항로를 이용하여 평양 및 개성을 방북하였다.
(3) 제3 차 제주도민대표단 방북
2003년 8월 25일부터 30일(5박 6일)까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사장 강영석)
의 주관으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강영석 이사장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대북교류사업 관
계 인사 256명은 북한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의 초청으로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제
주공항~평양순안공항 직항로를 이용하여 평양 및 백두산을 방북하였다.

제3차 제주도민대표단 방북(2003)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 169

3장
남북교류협력사업

(4) 제4 차 제주도민대표단 방북
2007년 11월 12일부터 14일(2박 3일)까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사장 강영석)
의 주관으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영석 이사장, 김우남 국회의원, 양대성 제주
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북한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의 초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후
원으로 ‘제주항공’편으로 제주공항~평양순안공항 직항로를 이용하여 평양 및 묘향산을
방북하였다.
이들은 11월 12일에는 제주공항 출발-평양(순안공항) 도착-만경대-원형식당(오찬)정성제약(건강식품 제조)-교예공연(서커스)-환영만찬(양각도 호텔)에 참석하였고, 11월
13일에는 묘향산(국제친선 관람관, 보현사)-민예전람실-양측 대표단 간담회(양각도 호
텔)-답례만찬에 참석하였다. 마지막으로 11월 14일에는 동명왕릉-민족식당(오찬)-개
선문-평양(순안공항)출발-제주 도착하여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제4차 제주도민대표단 방북(2007)

<2007년 제주도대표단과 북한민화협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
1. 일시: 2007. 11. 14. 08:00
2. 장소: 평양소재 인민문화궁전
3. 참석자
○ 한국 측: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지사, 강영석 이사장, 김우남 국회의원, 양대성 도의회의장 외에 실
무국장 등
○ 북한 측: 북한민화협회장 김영대, 부회장 리충복 외에 실무참사 등

4. 협의 및 합의 사항
1) 감귤 보내기 사업을 비롯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의 지속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는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감귤 보내기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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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북녘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진심어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2년째 수재발생시 복구용품을
지원해 줌에도 감사함을 표시함에 따라 양측은 감귤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로 하였다.
제주마늘 임가공사업의 업그레이드
북한 민화협은 제주마늘이 개성의 임가공 공장에서「깐마늘」이 되어 다시 남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
는 임가공사업에 대해 만족과 기대감을 표시했다. 제주마늘 개성 깐공장 사업은 남북최초의 일일육로
운송이며,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결합된 모델로서 1단계에 만족치 말고 건강식품으로 고부가가치
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
제주산 양돈협력사업의 추진
민화협은 제주산 흑돼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돈협력사업을 2008년부터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이러한 양돈지원사업은 북한주민의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개발지원의 성격이나 중장기적으로
는 북한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
년부터 실천 가능한 규모로 시작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선 북한에 비육농장을 건설하고, 제주산 종돈
을 공급하여 비돈육을 생산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한라산-천지 연구소간의 네트워크 구축
제2차 제주도민대표단 방북시(2002. 11) 한라산-백두산 공동협력을 제기하여, 제3차 제주도민대표
단 방북시(2003. 8) 백두산에서 양 연구소 관계자간의 만남도 있었으나 구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천이 가능한 두 연구소간의 자료교환, 현지방문, 공동탐사 등을 2008년
6~7월에 이루어지도록 제의했고, 북한 민화협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다.
UCLG의 북한도시 가입 및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한상대회에 참여권유
제주특별자치도는 UCLG(세계지방자치연합) 제주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평양을 비롯하여 북한도시
의 가입이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2008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한
상대회를 소개하고, 이 대회에 북한경제대표단이 참가하여 투자유치, 특산물 전시 및 판매를 할 경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북한 민화협은 최근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듯이 제7차 세계한상대회
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12월 개성에서의 실무협의
협의된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12월 중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2007년 제주도와 북한사이의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와 2008년도 실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

3. 남북민족통일 평화체육문화축전
1) 사업 개관
2003년 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원웅 국회의원이 북한 민
화협측에 민간차원의 첫 체육행사를 남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북측은 단
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예술공연을 가미한 종합축전방식으로 치를 것을 제의하면서 몇
차례 실무회의 끝에 2003년 10월 제주도에서 ‘남북민족통일 평화체육문화축전’을 개최
키로 합의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아 남북 양측의 조직위원장이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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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에서 공동채화한 성화가 금강산을 경유해 제주도로 봉송되었고, 한라산 백록담에서
성화가 채화되면서 축전의 개막을 알렸다. 북한의 고려항공편으로 김영대 민화협 회장을
단장으로 한 참가단 190명이 제주에 도착해 10월 24일 민족평화미술전을 시작으로 체
육문화행사가 26일까지 제주도 내 도처에서 열렸다.
특히 북측 참가단에는 북한스포츠의 영웅인 유도의 계순희 선수와 마라톤의 정성옥․
함봉실 선수 등이 포함되어 가는 곳마다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10월 27일 북한 참가
단은 제주도 내 감귤농장과 관광명소 등을 둘러보고 평양으로 귀환했다. 축전기간 동
안 AP, 로이터, 후지TV 등 외국언론을 비롯, 남한의 언론과 북한 기자단이 행사를 상
세히 보도했다.

2) 행사 개요
2003년 10월 23일에서 2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북한 예술․체육인 190명이 참가(6
일간 체류)하여 민속경기(씨름, 널뛰기, 그네뛰기), 예술단 공연, 탁구, 축구 등 체육문화
행사 진행하였다.

<남북민족통일 평화체육문화축전의 추진경위>
일시

주요내용

비고

2003. 4. 11

민족평화축전 제주개최합의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대표와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전금진 부위원장의
합의서 전문이 발표됨

2003. 4. 22

민족평화축전 유관기관 회의

문화관광부

2003. 5. 30

제주도민추진본부 조직

도내 15개 단체가 구성, 아리랑 응원단
모집 및 홍보계획 수립

2003. 6.

민족평화축전 추진위원회 구성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 등 10명
(제주도: 행정부지사)

2003. 6.

실무대표단 구성

한국민족예술단체연합 부이사장 김용태
등 5명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2003. 7. 7 ~ 9

제1차 민족평화축전 실무대표회의

장소: 금강산

2003. 7. 14

민족평화축전 제주지원본부 구성

본부장: 행정부지사, 15개부를 구성

2003. 8. 21 ~ 23 제 2차 민족평화축전 실무대표회의

장소: 금강산

2003. 9. 17 ~ 19 제 3차 민족평화축전 실무대표회의

장소: 금강산 (행사에 관한 13개항 합의)

200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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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내용

비고
경기장: 제주월드컵 경기장,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공연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3. 9. 25

경기장 및 전시공연장 점검, 확정

2003. 9. 29

백두산 성화 남북공동채화

2003. 9. 30

민족평화축전 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및 도민보고회

2003. 10. 8

민족평화축전관련 기관장 회의

2003. 10. 19

북한 참가규모 축소 통보

2003. 10. 22

행사축소에 따른 개최여부에서 행사강행
민족평화축전 김원웅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발표 (백두산 성화와 한라산 성화를 함께
및 한라산 성화 채화
안치함)

2003. 10. 23

북한 참가단 제주도 도착

당초 400명에서 190명으로 축소, 예술단
및 취주악단 불참

2003. 10. 24 ~ 26 민족평화축전

10. 27 북한 참가단 제주 출발
※ 출처: 『평화의 감귤, 한라에서 백두 1999-2009』

<남북민족통일 평화체육문화축전 행사일정>
일정

내용

비고

10/22 (수)
오전

북측 참가단 선발대 도착

14:00

한라산 남북공동 성화채화

10/23 (목)
오전

북측 참가단 제주도착

12:00

환영 오찬

라마다 프라자

오후

선수단 현지 답사

월드컵경기장, 강창학 구장

19:00 ~ 20:55

전야제(북한대표단 참석)

제주종합경기장

11:00

미술 및 수공예품 전시회

컨벤션센터

14:00 ~ 16:30

민속경기(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한림운동장

15:00 ~ 16:30

북측 예술단 공연

컨벤션센터

17:00 ~ 18:00

개막식 식전행사

18:00 ~ 19:00

개막식 식전행사

10/24 (금)

월드컵경기장, 강창학 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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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내용

19:00 ~ 21:00

여자축구(월드컵대표)

비고

10/25 (토)
13:30 ~ 16:00

탁구경기, 태권도시범

한라체육관

16:00 ~ 18:00

여자 혼합축구

제주종합경기장

18:00 ~ 19:00

북측 예술단 공연

컨벤션센터

10/26 (일)
10:00 ~ 12:00

마라톤

10:00 ~ 12:00

취주악단 공연

16:00 ~ 18:00

남자축구(20세미만 국가대표)

18:00 ~ 19:00

폐막식

10/27 (월)

제주관광

17:00

북한 대표단 출발

제주종합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경기장

※ 출처: 『평화의 감귤, 한라에서 백두 1999-2009』

4. 주요 남북회담 제주 개최
1) 사업 개관
2005년 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된 제주도는 남북간의 이해상충이
가장 적은 곳일 뿐만 아니라 경호상 편의와 국제적 관광지라는 장점까지 덧붙여져 본격
적인 남북화해 시대를 여는 회담 공간으로서 각광을 받았다.
2000년 9월 제주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남한의 임동
원 국정원장이 남북특사회담을 가졌다. 이 특사회담 합의에 따라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
담이 2000년 9월 제주에서 열렸다.
조성태 국방장관과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마주 앉은 이 회담은 남북분단 사상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이기도 했다.
이후 제3차 장관급회담이 2000년 9월에, 제17차 장관급회담이 2005년 12월에 각각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그밖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가 2006년 6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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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에서 열렸다.

2) 주요 회담
2000. 9. 12~13 남북 특사 회담
우리 측에서는 임동원 특보, 북측에서는 김용순 비서 등이 참석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등에 관하여 합의했다.
2000. 9. 24~26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한국 측에서는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 김희상 국방부장관특보(중장)을 차석
대표로 하고 김국헌 국방부국장중장, 송민순 외교통상부국장, 이이영 합동참모본부과장
(대령)이 참석하였으며, 북한 측에서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차수를 단장, 김현준 인민무
력부보좌관(소장), 로승일 인민무력부부국장(대좌), 유영철 판문점대표부부장(대좌)이 참
석하였다. 양 측은 6.15공동선언 군사적 보장, 긴장 완화 및 항구적 평화 노력 등에 관
하여 합의하였다.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1.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
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
2. 쌍방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
해 공동노력
3.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공사와 관련, 비무장지대 안에 각 측의 인원과 차량, 기재들의 왕래 허
가와 안전보장
※ 구체적 세부사항은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추진
4.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

2000. 9. 27~30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
한국 측에서는 박재규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해서 이정재 재정경제부차관, 김순
규 문화관광부차관, 김형기 통일부실장, 서영교 통일부국장이 참석하였고, 북한 측에서
는 전금진 내각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허수림 민족경제협력련합회총사장 겸 무역성광명
성지도국처장, 유영선 교육성국장, 최성익 조평통서기국부장. 량태현 내각사무국과장이
참석하였다. 양 측은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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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1.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사업들을 계속 협의·추진
2.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2000년 말부터 생사교환, 서신교환, 면회
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적극 협력
3.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제도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
해 협력
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5. 서울·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방문단의 시범적 상호 교환 문제 등 교류·협력
문제는 제4차 회담에서 협의·결정
6. 제4차 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
※ 장소는 추후협의

2005. 12. 13~16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 측에서는 정동영 장관, 북측에서는 권호응 내각책임 참사 등이 참석하여,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조속 이행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1.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함
2.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 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함
3.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
이기로 함. 이와 관련 쌍방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함
4.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이며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새
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5. 남과 북은 새해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1) 2006년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 개최, 인도주의적인 문제 협의 해결
2006년 2월 말경 제2차 이산가족 화상 상봉 실시 3월 말경 제3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
에서 개최
2) 남과 북은 민족무도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
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함
3) 남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ㆍ관리사업에 서로 협력
4)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되찾아 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
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5) 남과 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28~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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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3~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우리 측에서는 박병원 재경부차관(위원장), 김천식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나도
성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 원인희 건교부 수자원기획관, 강계두 기예처 행정재정기획단
장, 권영호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석하였고, 북측에서는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
위원장(단장), 조현주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리영
석 국가계획위원회 국장이 참석하였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서」 채택 등의 합의가 있었다.

<제12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 회의 합의>

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합의문 제1항 1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대로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함.
2.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협의 추진하기로 함.
3.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이를 위
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가지고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 등 통
행·통관 절차 간소화, 필요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함.
4.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 접촉을 6월 26~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여 단독 조사 결과 검토
와 공동 조사 실시 계획, 홍수예보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5. 남과 북은 홍수·산불·황사 등 자연 재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7월중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함.
6. 남과 북은 경제 및 자원개발분야에서 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7월 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함.
7.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경제 시찰단을 서
로 교환하기로 함.
8. 남과 북은 수산협력 실무협의회와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일정, 남북 경제협력
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사 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출입·체류공동위원회의 명단 교환과 회의 일정
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함.
9.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6년 9월중 평양에서 진행하며 날짜는 문서교환으로 협
의 확정하기로 함.

5. 제주 흑돼지 남북협력사업
1) 사업 개관
2007년 11월 제4차 제주도민대표단의 방북 시 평양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북측
민화협의 김영대 회장 등이 향후 남북교류 증진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2008년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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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협력사업으로 ‘제주 흑돼지 사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 흑돼지
양돈기술의 북한 전수 등은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감귤 보내기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개발협력사업으로 남북교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제주 흑돼지 사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 측 실무자
들은 2008년 9월 북한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1차 접촉을 가졌다. 이어 2008년 10
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제주도 실무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민화협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북한 내 양돈장의 입지를 살펴보았다.
제주 흑돼지 사육협력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에 300마리 정도의 제주 흑돼지를
보내 청정 양돈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8년 10
월 16일자)
2008년 11월 11일에는 개성의 ‘제주깐마늘공장’ 회의실에서「평양돼지농장재개및 제주
흑돼지시범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1차 사업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
로 일정을 잡았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9일 제주흑돼지농장이 들어설 분만사 1개동
에 필요한 내부기자재(분만틀 외 18종)를 2008년산 감귤·당근을 싣고 제주항을 출발하
여 남포항으로 가는 선박을 통해 지원했다. 2009년 2월 1일 북한 민화협과의 중국 심양
협의를 통해 1차분 지원물량에 대한 인수 확인 및 모니터링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
하기로 협의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의 실무대표단이 제주흑돼지 평양
농장을 방문하여 지원된 양돈 내부기자재의 조립 및 시연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2차 지원이 중단되어 있지만 남북관계가 개
선되면 나머지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2)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제주 농산물 지원의 시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북한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추진 경과
제4차 제주도민대표단 방북 시 정책간담회에서 요청(2007. 11)되었으며, 북한 민족화
해협의회 돼지농장 지원사업 개성 실무협의가 제안(2008. 9)되었고, 제주농장지원사업
실무협의단의 평양 방문이 협의(2008. 10)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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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돼지농장(6만여 평) 방문·점검, 2009년 상반기까지 3개동 개보수 지원 및 흑돼
지 농장 1개동 신축 합의

(3) 추진 개요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최가 되어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리에 분만사 1동
내부기자재 18종(분만 틀, 급이기 등)을 공급하였다.(도비 240백만원)
※ 2009년 이후 사업은 남북한관계 경색 지속으로 미시행

3) 돼지농장 지원 사업
본 사업은 민족화해협의회와 평양시 목축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평양
덕동리에서 진행되었다. 2009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3박 4일) 고성준 사무총장 등 9명
이 평양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상 추진 중이며 북측이 지원 규모 확대
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5.24조치로 중단되었다. 본 사업은 추진 당시 남
과 북이 공동협력을 통해 북한의 지역단위 농업개발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냄
으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보았다. 주요 사업 내
용은 제주축산업의 핵심산업인 양돈업을 북한에 지원하여 북한 농업경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물자 지원 내역

금액(천원)

2009

양돈기자재 18종

200,000

6. 제주 마늘 지원 사업
1) 사업 개관
제주도의 남북교류사업이 진전을 보이면서 북측과의 경제협력으로 '제주 마늘 임가공
사업이 시작되었다. 제주 마늘 임가공사업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피마늘이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수송되어, 북한 근로자들 손에 의해 껍질이 벗겨져 ‘깐마늘’이 되어 다시 국
내시장으로 반입되는 ‘남북 윈-윈(win-win)'의 경제협력사업이다.
사업자인 ‘산과들 농수산’ 주식회사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접촉통로로 하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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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북측의 ‘정성의학종합센터’ 측과 협의를 시작해 2006년 4월 정식계약을 맺고 같
은 해 10월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2007년 2월에는 개성에 1천평 규모의 마늘 임가공 공장
인 ‘북한 정성의학종합센터-남한 산과들 농수산 개성 건강식품 분공장’을 준공하여 정상 가동
에 들어갔다. 전국 최대 마늘 생산지로 국내 총 생산량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제주도는 마
늘 임가공 협력사업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고품질 저가의 마늘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유
통구조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2007년 제주 마늘 수매가격이 전년도 대비 kg당
300원의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
WTO와 FTA 체결로 인하여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관세가 철
폐된 2007년부터 중국산 마늘의 국내 유입이 급증함으로써 제주지역 마늘 재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마늘의 우수성과 북한의 저임금을 결합하는 남북경제협
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중국산 가공마늘의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게 된 것이다.

2) 사업 개요
국내에 외국산 마늘 유입이 가속화되자 안정적인 가격확보가 곤란하게 되어 재배농가
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북 윈-윈(WIN-WIN) 경제협력사
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산 피마늘을 육로를 이용, 북한으로 수송하여 깐 마늘
로 재차 국내에 반입하였다. 주요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2006년 4월 (주)산과들
농수산과 북측 정성의학종합센터 간 계약이 체결된 후, 같은 해 10월, 시험가동이 되었
다. 이후 2007년 2월 6일, 북한 정성의학종합센터-남한 산과들 농수산 개성 건강식품
분공장이 준공되어 정상 가동(개성, 1천평 규모)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제
주 하이테크 산업진흥원과 평양 정성 의학종합센터 간 건강보조식품 개발에 합의하였다.
※ 2009년도 이후 사업 활로를 모색하던 중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중단

7. 수해 복구 및 의약품 등 지원
1) 수해 피해 지원 사업
2007년 8월 초에는 북한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수해가 막심하였는데, 사태의 심각성
이 8월 하순부터 국내에 알려지면서 정부까지 나서서 북한 수해 피해 지원에 나서게 되
었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수해 피해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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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결정, 신문광고를 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북한 민화협과 개성에서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도내의 기관·단체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특히 도내 초·중등 학생들의 성원이 컸다. 모금액으로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과
연계하여 제주감귤주스(1.5리터 60,480병)를 구입하여 개성에서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
밖에도 2007년 한 해 동안 제주도민의 동포애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속적으로 이
어졌다. 제주산 마늘이 주를 이루는 ‘개성마늘 깐공장’에 근무하는 2,500여명의 근로자
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감안해 민주평통제주시협의회가 자전거 200대와 감귤 200
상자를 같은 해 12월에 방문하여 전달했으며,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도 수해지원사
업의 일환으로 겨울철 난방을 위해 갈탄 31상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수해피해 지원 사업 내역>
사업명

지원실적

후원기관 및 단체

북한어린이에게
겨울옷 보내기

2002년: 5천벌
2004년: 6백벌

광주 YWCA
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

목초종자 지원

2003년: 2톤

남제주군

수해 피해복구 지원
의약품 지원
자전거 북한 보내기

2006년: 4천만원 상당(건축자재: 인발관 등)
2007년: 9천만원 상당 밀감주스(1.5L 60,480병)
2004년: 14억원 상당(화상치료제 등)
2005년: 13억원 상당(성홍열치료제 등)
2007년: 5백만원 상당
2007년: 2백대

남북협력도민운동본부
평화문제연구소
제주도의사회
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

본 사업은 북한지역의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2007년 민족화해협
의회를 통하여 주로 개성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 수해 피해복구 건축자재 지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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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해 피해돕기 밀감주스 지원(2007)

2) 의약품 지원사업
본 사업은 용천 폭발 구호활동과 재건 지원, 유아용 성홍열 치료제 제공 등을 위해 민
족화해협의회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2004년 용천 폭발, 2006년 늦가을부터 북한의 농
촌·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창궐한 성홍열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절대적 부족으로 사망자
까지 발생하면서 국내의 대북지원단체들이 지원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남북협력제주도민
운동본부도 제주도의사회의 후원을 받아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하여 9차 감귤지원 시 어
린이 성홍열치료제와 기초의약품 등을 북한 민화협에 전달했다.

북한 수해 피해돕기 밀감주스 지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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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북지원 규모
지원금액 (천원)

연도

사업명

1998

감귤·당근 지원사업

163,371

163,371

대한적십자사 기탁

1999

감귤·당근 지원사업

1,367,000

1,367,000

대한적십자사 기탁

2000

감귤·당근 지원사업

1,419,024

1,419,024

2001

감귤·당근 지원사업

3,087,327

1,034,742

4,122,069

감귤·당근 지원사업

477,973

542,338

1,020,311

유아 동내의 보내기

50,000

감귤·당근 지원사업

765,865

목초종자 지원

20,000

감귤·당근 지원사업

849,52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의약품 지원

자체재원

기금

계

50,000
1,380,821

2,146,686
20,000

1,587,071

2,436,594

2,700,000

2,700,000

유야 동내의 보내기

6,000

6,000

감귤·당근 지원사업

1,772,052

1,665,678

건축자재 지원

40,000

40,000

감귤·당근 보내기

977,457

제주감귤주스 지원

90,000

90,000

자전거 지원

20,000

20,000

의약품지원

5,000

5,000

492,930

2,888,830

2008

감귤·당근 보내기

601,000

601,000

돼지농장 지원

200,000

200,000

감귤 보내기

280,000

280,000

17,780,422

1,959,000

1,470,387

감귤·당근 보내기

계

대한적십자사 기탁

3,437,730

2007

2009

비 고

8,662,580

4,847,830

26,4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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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남북교류협력 제도적 기반 구축 현황
1.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2007년 5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7년 10월 4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신청 및 결정 등의 절차 구체화,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를 위한 관련 서식 마련 등이다.

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07년 12월 28일, 총인원 13명(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으로
조직되었다. 정무부지사가 위원장, 위원은 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관련기관․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정책 자문 및 남북교류
협력 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논의이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
로 조직되어 있다. 위원장(정무부지사) 및 부위원장,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
문지식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 대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2014. 9.
25~2016. 9. 24)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
반적인 주요 정책 및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자문,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
성과 민간교류의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구 분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방훈

남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고용호

남

위촉직

〃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부이사장

김문자

여

〃

〃

제주대학교 교수

고성준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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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위

성

〃

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명

성별

비고

진 행 남

남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경제사업부본부장

오 상 현

남

〃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

김 기 훈

남

〃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사협의회 부회장

현 정 자

여

〃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정

민

여

〃

〃

제주대학교 교수

변 종 헌

남

〃

〃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강 다 원

여

〃

〃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

강 인 숙

여

〃

〃

前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홍 재 형

남

〃

〃

국제통상국장

양 기 철

남

당연직

〃

농축산식품국장

강 승 수

남

〃

3.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1)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추진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 간 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표
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 중이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이며 2008년부터 매년 10억씩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키
로 하였다. 당초 계획은 2008년~2017년(10년간)까지였으나 2023년까지 6년 연장하였
다. 재원은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확대 운영된다. 기금은 도민의 남북교류협
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사업, 기금의 조
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기금 조성액>
연도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목표액

10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조성액

17억

8억

8억

-

-

-

-

1억

-

미도래 미도래

※ 적립금 이자(390백만원)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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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조성액: 2,126백만원(2015. 11 기준)

<변경 후>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목표액

100억

21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9억

2) 기금 운영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 재개 물꼬로 활
용하기 위한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마련하였다.
총사업비는 1,000백만원으로 하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며,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된다.
예상 사업내용은 제주감귤 북한 보내기 재개, 북한~제주 평화크루즈사업,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북간 교차 관광, 백두산-한라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 등이다. 또한
2016 제주평화포럼에 북측 대표단 참석을 유도하여 +1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주도
의 분산자립형 에너지 모델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이는 5대사업과 더
불어 새롭게 검토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 또한 농·축산기술연수, 관광·해양환경북한
주민 초청연수, 동·하계 남북한체육선수단의 훈련장 제공 사업 등도 조심스럽게 접근
할 계획이다.

3)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재개
정부의 2010년 5․24조치이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 부진으로 기
금 적립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나 2015년 8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재개하
기로 도 차원의 기금방향을 정립하기도 하였다.

천안함 사건(2010. 3. 26) 이후 정부의 5․24조치
1. 남북간 교역중단,

2.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

3.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4.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불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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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주자치도의 기금연혁과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정부(남북협력기금)

제주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년도

1990

2007

최초조성년도

1991

2008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근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총 조성액

15조 2천억원

20.98억원

‘15,8월말
조성 잔액

1조 2,433억원

20.98억원

조성 재원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일반회계 출연금

사용 용도

∙이산가족지원 등 교류사업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 등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용 절차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제주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타 광역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시·도별

기금 조성액(억원)

주요사업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21

서 울 특 별 시

267.8

부 산 광 역 시

60.6

대 구 광 역 시

10

인 천 광 역 시

130

광 주 광 역 시

40.6

대 전 광 역 시

-

-

울 산 광 역 시

-

-

감귤보내기 등
문화,역사,스포츠(경평축구)교류 등
부산-나진간 항로개설, POOL
POOL
말라리아 방역 등
통일동화책 지원, 축산분야협력

경

기

도

365.9

말라리아공동방역, 한옥보존 등

강

원

도

136.1

송어양식장, 연어부하장 지원 등

충

청

북

도

15.7

충

청

남

도

8.3

친환경농업단지 시범사업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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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기금 조성액(억원)

주요사업 내용

전

라

북

도

68.3

농기계수리, 돼지농장 건립 등

전

라

남

도

21.4

땅끝 협력사업 등

경

상

북

도

5.1

경

상

남

도

66.6

POOL
통일벼, 딸기 종사보급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사업수요 발생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 추진할 계획이다(목표년도 6년 연장:
2017→2023년).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5+1 사업 중심으로 도민공감대를 통한 정부(통일부, 국정원
등)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것이며, 실현 가시권에 있는 한라-백두산 생
태환경공동협력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게 된다.

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은 공무원, 남북관계 전문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개최 및 참여하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양 자치단체 간 남북교류 시책, 추진 사
례 정보교류를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09년 3월 13일,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사장 강영석)과 경기개발연구원(원
장 좌승희) 간 학술 및 연구교류 협약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남북협력 공동 연구수
행 및 세미나 개최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는 행정·재정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제1회 합동 워크숍
○
○
○
○

일시: 2009. 3. 26~27
장소: 경기도 오산시 롯데인재개발원
주제: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사업 10년 성과와 반성
제주도 참석: 강영석 이사장, 고성준 사무총장, 평화협력과장

2. 제2회 합동 워크숍
○
○
○
○

일시: 2010. 3. 11~12
장소: 제주시 라마다 호텔
주제: 2010 남북관계 전망과 분야별 교류가능성 진단
경기도 참석: 도지사, 행정2부지사, 기획행정실장, 경기개발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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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회 합동 워크숍
○
○
○
○

일시: 2011. 12. 15~16
장소: 경기도 파주시 지지향 호텔
주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011년 사업평가 및 2012년 전망과 과제
제주도 참석: 강영석 이사장, 고성준 사무총장, 평화협력과장 외 1인

4. 제4회 합동 워크숍
○
○
○
○

일시: 2012. 6. 29~30
장소: 제주시 네이버후드호텔
주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과제 진단
제주도 참석: 강영석 이사장, 고성준 사무총장, 평화협력과장 외 1인

5. 제5회 합동 워크숍
○
○
○
○

일시: 2013. 9. 26~27
장소: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주제: 남북관계 전망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
제주도 참석: 강영석 이사장, 고성준 사무총장, 평화협력과장 외

6. 제6회 합동 워크숍
○
○
○
○

일시: 2014. 10. 7~8
장소: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
주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
제주도 참석: 강영석 이사장, 고성준 부이사장, 평화협력과장 외

7. 제7회 합동 워크샵
○
○
○
○

일시: 2015. 11. 3~5
장소: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주제: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 원희룡 도지사 개막 인사
제주도 참석: 고성준 부이사장, 강인숙 사무총장, 평화협력과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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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2010)

제2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2010)

5. 통일교육위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1) 설립 근거 및 목적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 2, 동법시행령 제8조(통일교육위원관리규정」 (2005. 4. 29
통일부훈령 제350호)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의 원활한 활동수
행과 자치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협의회는 통일교육위원의 활동방향과 내용을 정립하며 지역협의회 활동 통합·조정 등
의 기능을 한다. 또한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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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국내외에 973명의 통일교육위원이 활동 중(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지역
에 106명의 위원)이며 제주에는 3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2) 연혁
▪ 1980 통일교육전문요원 제도 창립
▪ 1986 명칭 변경(통일교육전문요원→통일교육전문위원)
▪ 1987. 1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 (훈령) 제정
▪ 1987. 2 제1기 통일교육전문위원 위촉
▪ 1988. 9 중앙협의회 및 16개 시·도 협의회 구성
▪ 2005. 4 명칭 변경(통일교육 전문위원→통일교육위원)
▪ 2009. 10 「통일교육지원법」 개정(2010. 4. 20 발효)
▪ 2010. 2 제17기 통일교육위원 1,010명 위촉(임기 2년)
▪ 2012. 2 제18기 통일교육위원 1,063명 위촉(16개 시도지역 990명, 해외협의회 73
명, 제주 43명 위촉, 임기 2년)
▪ 2014. 4 제19기 통일교육위원 973명 위촉(16개 시도지역 867명, 해외협의회 106
명, 제주 30명 위촉, 임기2년: 2014. 4. 1~2016. 3. 31)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명단>
성

명

소

속

강

경

숙

가마초등학교 교장

강

근

형

제주대학교 교수

강

덕

부

前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

병

철

제주대학교 강사

강

시

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획과장

강

위

인

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강

인

숙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고

경

민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고

관

용

제주한라대학교 교무처장

고

성

준

제주대학교 교수

김

남

수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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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김

병

성

제주학생문화원 기획부장

김

연

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김

종

식

세화고등학교 교장

박

성

현

한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변

종

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송

삼

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상안전계획 담당관

양

영

길

중문중학교 교장

오

복

자

前 보목초등학교 교장

오

태

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신

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교수

장

승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장

영

주

곽금초등학교 교장

정

경

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진

규

섭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한

금

옥

시흥초등학교 교장

홍

경

표

前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재과장

홍

일

심

효돈중학교 교사

황

은

실

성읍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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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남북교류협력 재개 추진 현황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 측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또한 정부
차원의 교류사업 재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어, 남북화해와 협력분위
기가 무르익을 시기에 가능하다. 따라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
를 트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으로 제주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유연성을 발휘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1998년부터 전개해 온 ‘북한 감귤 보내기’ 등 대북교류사업
으로 북한과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통일기반으로서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4년과 2015년, 2차에 거쳐 개최된 민족화해 제주포럼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북교류협력 플랫폼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5+1 사업을 제안하였다.
▪ 2014. 7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 협조 요청(통일부 장관 면담)
▪ 2014. 9 남북교류사업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의회 논의)
▪ 2014. 10 ‘북한 감귤 보내기’ 재개, 제주-북한 간 크루즈관광라인 구축 건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 2014. 12 대북협력 5대 사업 제안(민족화해 제주포럼 시 기조연설)

1.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의 지속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지원 사업으로써 제주도와 남북협력 제주도민 운동본
부가 일체가 되어 추진한 최초의 민관협력 대북지원 사례로 제주만의 대북 교류협력의
노하우이며, 북한과 쌓아온 신뢰의 산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라인 개설
제주-북한을 잇는 크루즈 라인 개설로 북한 내 경제 활성화, 기항지 간 상호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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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크루즈 해상 운행구간을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 평화벨트를
조성하여 군사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크루즈 항로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제크루즈 선사, 각계 전문가, 각종 학술대회와 포럼에서 집중 논의
되고 공론화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크루즈 항로 ※ (서해안 항로)제주~남포(①안), (동해안 항로)제주~장전/원산(②, ③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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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추진
제3차 제주도민 대표단 방북(2003. 8)시 첫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제4차 제주도민 방북
(2007. 11)시 교류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제주는 UNESCO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세계지질공원
(2010), 세계7대자연경관(2011)지정 등으로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보고로서 국제적인 자
연환경 보전시스템의 가동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북한과의 공유를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기후, 지질, 동·식물 분포 등 생태환경 조사를 공동으로 하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식생변화 및 생태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 상품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백록담 전경

천지 전경

4.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추진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라산-백두산 교차관광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 2000년 9월 1일,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공식화하였고, 2007년 10월, 남
북정상회담에서 백두산 관광 실시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교차관광 추진에는 관광절차 간소화 및 신변안전 보장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
북한 교차관광 사업｣ 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제주 관광개발 경험과 북한의 관광개발 수
요를 접목하여 중장기적으로 제주-북한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북한 관광전문인력 연
수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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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관광 경로
【항공편】 • 환승항로 - 제주~순안~삼지연(①안)
• 직항로 - 제주~삼지연(②안)
【배편】 • 제주~남 포(배편)(③안)

196 - 제주특별자치도

3부

5. 제주포럼 북한 측 인사 초청 사업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여 2001년 제주포럼이 출범하였으며, 이를 전례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포럼에서 남북 인
사가 만나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6. +1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사업 추진
2015년 5월에 개최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사에서 제주를 모태로 하는
확장된 개념의 새로운 평화를 실천할 것을 선언하였다. 새로운 평화란, 제주의 자연에서
우러난 치유의 평화, 제주의 개방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한 관용의 평화, 에너지의 생산
과 소비 전 과정이 평화롭게 실천되는 에너지 평화이다.
에너지 평화를 제주도의 분산 자립형 에너지 조성모델로써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것으
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2030 계획>
• 2030년까지 제주 전력 사용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 37만 대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추진
→ 제주를 세계적인 탄소 없는 섬,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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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2. 5 북한주민 접촉 신고(도민운동본부→통일부)
▪ 2014. 12. 19 대북협력 5대 제안 사업 통일부 협의(3회/서울본부)
▪ 2015. 1. 22 북한주민 접촉신고(평화연구원→통일부)
▪ 2015. 2. 5 우리측 민화협 → 북한 민화협 측에 만남의견 제시(FAX)
▪ 2015. 3. 2 대북지원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통일부 주관)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협의(2회/서울본부)
▪ 2015. 3. 5 북한 민화협 측 접촉(중국)
※ 제주포럼 시 북측 인사 초청했으나 불참
▪ 2015. 3. 10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실무협의(경기도)
▪ 2015. 3. 20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회 재정비 완료
※ 2010년 5. 24조치 이후 5년간 침체되었던 운동본부 이사회 재정비
▪ 2015. 3. 23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위한 협의
▪ 2015. 3. 31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회 개최
※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시 남북교류 민간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 2015. 4. 2 통일부 인도적 지원 사업 업무협약 추진 등 협의
※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확정, 2015 통일박람회 참가 확정
▪ 2015. 4. 2 통일박람회 개최 남북협력도민운동본부 간담회 개최
※ 박람회 콘텐츠구성 및 남북교류 재개 시 운동본부 역할 협의
▪ 2015. 4. 20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전체회의 시 대북협력사업 재개 시
협의회 차원의 협조체계 구축 당부(도지사)
※ 협의회 6개 분과위원회별 대북협력지원사업 공유 등 역할 당부
▪ 2015. 4. 29 광복70주년 통일박람회 참가서 제출(통일부)
▪ 2015. 4. 30 북한 민화협 측 2, 3회 접촉(중국)
※ 제10회 제주포럼 북측 인사 초청 관련 협의(어려움 예상)
▪ 2015. 5. 8 통일박람회 부스전시계획 협의(도민운동본부)
▪ 2015. 5. 12 대북접촉신고(통일부/대북제안사업 추가 협의)
▪ 2015. 5. 14 통일박람회 부스전시 관련 관계자 간담회
▪ 2015. 5. 15~26 통일박람회 컨텐츠 및 프로그램 준비
▪ 2015. 5. 22 제주포럼 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세션 운영
※ 주제 : 광복70년, 남북 민간 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
▪ 2015. 5. 29~31 통일박람회 참가
※ ① 교류협력의 장(감귤 보내기 등 사진 및 기록물 전시) ② 현재와 미래교류 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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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화와 화해·협력을 향한 제주의 길) ③ 참여의 장(제주홍보동영상 상영 및 감
귤 시식 등 체험)

<광복70주년 계기 통일박람회 참가>
1. 행사 개요
▪ 일시: 2015. 5. 29~31
▪ 장소: 광화문 광장․시청 광장 일대
▪ 주최: 통일준비위원회․통일부
▪ 슬로건: 이제 하나, 희망찬 미래!
▪ 주요 프로그램 : 특별공연, 통일단체 부스 행사, 통일미래 체험행사, 참여·체험 프로그램 등

2. 참여 계획
▪ 공동 참여: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공동 참여
▪ 부스명
- 한라에서 부는 통일바람! 제주는 이렇게 통일준비!
- 통일바람 타고서 감귤향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 부스 주제
-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관련 행사
- 감귤과수원 운영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 남북교류발전 및 통일시대준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부스 개수: 2동
- 부스 1: 지금까지 교류협력 자료 전시
- 부스 2: 현재와 미래교류 비전 전시,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10백만원

3. 추진 사항
▪ 2015. 4. 1 박람회 참여의사 통보(통일부)
▪ 2015. 4. 7 남북협력도민운동본부 박람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 실시
▪ 2015. 4. 21 부스 사용 협의 2동(통일부)
▪ 2015. 4. 29 부스 사용 계획서 제출(통일부)
▪ 2015. 5. 8 부스 전시 계획 협의(운동본부)
▪ 2015. 5. 13 전기 사용 및 비표(출입증) 발급 신청
▪ 2015. 5. 14 부스 전시 관계자 간담회
▪ 2015. 5. 26일까지 컨텐츠 및 프로그램 준비
▪ 2015. 5. 27~28 부스 설치(서울광화문 광장)
▪ 2015. 5. 29~31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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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 2~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의회 제출
※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2015. 6. 23 남북협력도민운동본부 간담회 개최
※ 2015 통일박람회 성과 보고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협의
▪ 2015. 7. 8 통일부장관, 도지사 면담
※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 등 우리도 사업 협조 요청
▪ 2015. 10. 3 세계평화의 섬 전도 학생 통일·평화 웅변대회 개최

<세계평화의 섬 전도 학생 통일·평화 웅변대회>
1. 목적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걸맞게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웅변대회를 통해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제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과 평화마인드 제고

2. 웅변대회 개요
▪ 사업명: ‘세계평화의섬 제주’ 제1회 전도 학생 통일·평화 웅변대회
▪ 사업기간: 2015. 7. 1~10. 20
▪ 장소: 제주학생문화원 또는 제주한라대
▪ 참여: 제주지역 초·중·고생
▪ 사업내용: 통일의식과 평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웅변대회 개최
▪ 사업비: 8,750천원(도 보조금)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주관·후원: 제주뉴스, (사)대한민국팔각회 제주팔각회

3. 추진 일정
▪ 2015. 6. 29 웅변대회 보조내시
▪ 2015. 7. 10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2015. 7. 13~8. 26 웅변대회 추진방안 협의
▪ 2015. 8. 28 웅변대회 요강 발표 공고
▪ 2015. 9. 18 웅변 참가자 및 원고 접수
▪ 2015. 9. 25 웅변 참가대상자 확정
▪ 2015. 10. 3 웅변대회 개최
▪ 2015. 10. 20 결과(평가)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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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네스코 제주 국제워크캠프 추진 실적
1.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1) 개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UNESCO International Workcamp)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후복구사업 및 문화교류를 통한 전쟁방지의 일환으로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하였
다. 18세에서 30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국제 자원봉사활동 참여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캠프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워크캠프는 2~3
주 동안 한 지역에서 환경보호, 농업, 사회사업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데 하루에 6~7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에 5~6일은 작업을 통한 공동생활을 한다. 그 외의 시간은 학습, 토론, 여
행 등을 통하여 각 국의 문화 차이의 중요성과 다양성의 소중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2) 한국과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1964년, 제13차 유네스코 총회는 각 회원국에 청년문제 연구 및 청년활동 촉진을 권
고하였다. 이 결의에 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여러 청년 활동을 전개하였
으며, 1966년 처음으로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를 개최하였다. 이후
1979년, 국제청년캠프(International Youth Camp: IYC), 2009년의 청년지역행동을
거쳐 현재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로 행사명을 바꾸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2. 한국의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1) 개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세계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의 문화와 현안을 체험하면서 지
역문제와 세계문제의 연관성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공동노동, 협업, 지역사회 문화교
류를 통해 변화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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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1966년 국제청년캠프로 첫 출발하였다. 2015년을 맞이해
지난 50년간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약 5,000명에 이르는 세계 90개국의 청년들이 참
가한 세계 유수의 국제 청년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2) 목표
이 캠프는 지난 50년의 경험과 평가를 통해 현 시대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문제를 이해하며 스스로 자신의 ‘앎’을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천적 국제교류 프
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청년이 세계시민으로서 윤리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국제사회
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모
여 한국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사회와 관련 있는 글로벌 이슈들을 체험하며, 지역문제
와 세계문제의 연관성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한다.
유네스코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관심, 전망,
기여가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인 청년을 동등하고
가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사회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유네스
코 한국위원회는 청년의 사회 참여와 직접 실천에 대한 적극적 욕구를 파악하여 보다 실
질적인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 제주의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1) 개요
2005년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후, 유네스코의 주요 이념인 평화실천 운
동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국제교류와 소통증진을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제주특별
자치도가 상호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제주에서 글로벌세
미나, 국제청년캠프, 제주한일워크캠프, 국제워크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현재까
지 37개국에서 225명이 참가하여 문화·환경·생태·평화·유산보존 등 다양한 분야의 활
동이 전개되어 왔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는 지난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
로 지정된 이후,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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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여 유네스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도에서 유네스코 국제워
크캠프가 개최됨으로써 유네스코와 제주와의 지속적이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세계시민으로서 제주 청년들이 현장활동 역량을 증
진하는 한편, 국제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3개월에 걸친 프
로그램 사전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캠프 리더로서 외국 참가자들에게 제주의 사회문화를
소개하고, 현장을 이끌어 나가면서 현장활동 역량을 증진하는 한편, 문화교류도 강화하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은 국제워크캠프를 통하여 유네스코 네트워크, 세
계 청소년단체 네트워크, 워크캠프 단체, 대학 등 약 300여개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있다.

<제주 국제워크캠프 개최 현황>
연도별

기간

캠프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비

비고

66

▪ UN대학-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글로벌 세미나 개최
▪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제주 개최

▪ 참가인원: 20명(하계)
▪ 참가대학: 제주지역 7개 대학
2006 4~10월
▪ 참가국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 터키, 폴란드,
일본

30

▪ UN대학-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글로벌 세미나 개최
▪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제주 개최

▪ 참가인원: 24명(하계)
▪ 참가대학: 제주지역 7개 대학
2007 4~10월
▪ 참가국가: 프랑스, 독일, 에스토니아, 터키,
폴란드, 일본

28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
국제워크캠프 파견

▪ 참가인원: 19명(하계)
2008 4~10월 ▪ 참가대학: 제주지역 5개 대학
▪ 참가국가: 프랑스, 독일, 그리스, 터키

30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
국제워크캠프 파견

▪ 참가인원: 17개국 33명(하계) 한국(제주) 9,
외국 24
▪ 주제: 생태, 평화 및 유산보존
▪ 장소: 조천읍 선흘2리, 한경면 조수리
2009 3~10월
▪ 참가국가: 중국, 체코, 피지,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러시아, 세르비아, 스페인,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7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제주 개최

▪ 참가인원: 44명(하계 28, 동계 16)
▪ 참가대학: 제주지역 7개 대학
2005 4~10월
▪ 참가국가: 프랑스, 터키, 스페인, 독일, 태국,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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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간

캠프개요

사업비

비고

2010

▪ 참가인원: 11개국 31명(하계)
- 한국(제주) 10, 외국 21
▪ 주제: 생물권보존, 유산보존
▪ 장소: 한경면 조수리 곳자왈 마을, 서귀포
3~10월
생물권보존 핵심지역
▪ 참가국가: 일본, 스페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대만, 중국

20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제주 개최

2011

▪ 참가인원: 9개국 16명(하계)
- 한국(제주) 4, 외국 12
▪ 주제: 제주전통문화와 지속가능발전
(문화/환경)
3~10월
▪ 장소: 서귀포시 남원읍
▪ 참가국가: 프랑스, 홍콩, 스페인, 필리핀,
대만, 독일, 미국, 러시아

14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제주 개최

2012

▪ 참가: 14개국 18명(하계)
- 한국 4(제주 2, 국내 2), 외국 14
▪ 주제: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지역사회와 공존
3~10월 ▪ 장소: 한라산 일대
▪ 참가국가: 홍콩,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대만, 스페인, 레소토, 자메이카, 짐바브웨,
미국, 이라크, 일본, 우간다

15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제주 개최

2013

▪ 참가: 9개국 20명(하계)
- 한국(제주) 6, 해외 14
▪ 주제: 제주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3~10월
▪ 장소: 서귀포시 효돈천, 영천일대
▪ 참가국가: 대만, 스페인, 터키, 러시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홍콩, 이탈리아

15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제주 개최

유네스코 제주 국제워크캠프 벽화 그리기 활동(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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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제주 국제워크캠프 참가자(2012)

2) 유네스코 제주 국제워크캠프 개최 현황
(1) 2 014 유네스 코 제주 국제워크캠프
2014 유네스코 제주 국제워크캠프는 2014년 7월 8일부터 21일까지 13박 14일에 걸
쳐 제주도 서귀포시 쇠소깍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행사 참가자는 8개국 19명으로, 국가
별로는 한국(제주) 8명, 중국 등 외국인이 11명이었으며 그 외에도 지역 주민 50명이 참
가하였다.
2014 유네스코 제주 국제워크캠프의 주제는 ‘제주 유네스코 자연유산 홍보’였다. 이 행
사의 사업 목적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양한데, 우선 프로젝트 수행, 워크숍,
실습 및 지역 활동을 통한 제주 자연유산 홍보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 및 협
력기관·단체 일손 돕기와 같은 노작활동, 서귀포 YWCA와의 협력을 통한 방과 후 프로
그램 실시 등의 아동프로그램 및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 제주 국제워크캠프의 성과는 세계시민으로서 제주 청년들의 현장 활동 역량
및 리더십 강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주 출신 청년들을 우선 선발하여 프로그램
준비 및 행사 진행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들
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파급력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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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역 내 활동지속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제주 지역사
회의 주민, 초·중·고·대학생, 관광객 및 단체지도자 등과 교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
를 증진하고, 제주 지역민이 세계 청년들과 교류하며 평화에 대한 인식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식을 고취하였다.
제주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협력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역량
을 강화하였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고, 지역민들과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였다.
나아가 국제교류를 통해 다문화 이해 및 대화 증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캠프
에 8개국 출신 19명의 세계 청년이 참가하여 주제토론, 문화비교, 워크숍, 현장학습 등
을 매개로 국제연대와 다문화 교류 체험을 제공하였다.
2014 제주 국제워크캠프의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에
대부분의 참가자가 행사에 비교적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서귀포 지역의 숙박시설 불편으로 인한 어려움과 참가자 모집
시 현지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 등 행사 홍보노력이 미흡해 활동성과가 지역사회에 널리 알
려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2) 2 015 유네스 코 제주 국제워크캠프
2015 유네스코 제주 국제워크캠프는 2015년 4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진되었으
며, 본 행사는 7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13박 14일에 걸쳐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
읍 신풍리 어멍아방잔치마을과 성산일출봉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2015년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서 총 8개국 18명(제주 8, 해외 10)이 참가하였으며 참여현황은 한국(제주)
8명, 프랑스 1명, 벨기에 1명, 터키 2명, 중국 1명, 케냐 1명, 러시아 1명, 스페인 3명으
로 구성되었다.
2015 유네스코 제주 국제워크캠프의 주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 환경보전과 평
화 홍보’이다. 이 행사의 목적과 이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은 세계 청년들 간 국제교류를
통한 다문화 이해와 제주 청년들의 국제활동 역량 및 리더십 강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
를 위한 성산읍 신풍리 어멍아방잔치마을에서의 마을 벽화 그리기를 들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세계 문화와 제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 캠프를 비롯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환경보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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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환경 및 평화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사업은 2015년 4월 1일 사업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방
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4월 13일 참가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제주 캠프에는 전체 75
명이 지원하여 이 중 23명을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선발하고 5월 12일 캠프 참가신청자
면접심사에서 면접참가자 총 19명 중 10명을 예비선발하여 열흘 뒤인 5월 22일 국내 참
가대상자 10명을 확정했고 5월 29일에 외국인 참가자 9명을 선발했다.
실제로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한국참가자 및 협력단체 참가를 대상으로 6월 5일 부터
6월 6일까지 서울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통합 워크숍으로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였
다. 국내참가자들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소재 어멍아방잔치마을을 방문
하여 마을대표와 공동으로 사전답사준비를 하였다. 캠프의 프로그램은 신풍리와 성산일
출봉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2015년 9월 16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결과(평
가)보고회를 통해 2015년도 한국참가자의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015년도 국제워크캠
프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그리고 2016년도 국제워크캠프 개최방안 협의와 국제워크캠
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유네스코 제주 국제워크캠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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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ODA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1.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수원국 명단에 포함된 국가 또는 다자
개발기구에 제공한 자금을 의미한다. 제공 형태로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직접 거래하
는 양자(Bilateral) 원조와 공여국이 국제기구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
는 간접적 방식인 다자(Multilateral) 원조가 있다.

2. 우리나라의 ODA사업 추진 상황
1) 중앙정부 추진 상황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격에 상응하는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ODA 확대를 통해 중견국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연도별 ODA 지원 규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백만 달러

455

696

802

816

1,174

1,325

1,551

(억원)

4,333

6,470

8,907

10,396

13,562

14,667

17,462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정부는 ODA 규모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
역량을 배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 ODA/
GNI 비율 0.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ODA 통합 추진체계 공고화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추진체
계 및 관계기관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국 중심의 효율적 ODA 추진
방식 확립을 위해서는 중점협력국 조정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과 개선을 통해 ODA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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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서 개발협력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봉사단, ODA
청년인턴사업, 주니어컨설턴트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ODA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ODA사업 추진 상황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사업 배제, 중점지원국 집중 원칙에 따라 외교부를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 국제행정
발전지원센터에서 지자체 ODA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업무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
황으로, 새 정부 기조에 맞추어 ODA사업을 새마을운동과 연계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
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최근 들어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
역 브랜드 가치 제고(City Marketing) 차원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으로 ODA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의 몇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크
지 않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예산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대다수의 지
자체는 ODA 전담부서가 부재하여 이를 국제교류부서가 처리하고 있고, 대상지역도 베트
남, 캄보디아, 몽골 등의 아시아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ODA사업 추진 상황
제주도의 ODA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제주도는 ODA 지원 대
상 국가를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동티모르에 이어 몽골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지속
가능한 실천전략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 민간 차원의 해외지원
민간 차원의 해외지원은 ODA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동티모르 지원 사업의 경
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동티모르에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7,087만 달
러를 지원했다. 이 중에서 NGO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7건으로, 지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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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1,386만 달러에 달하며 지속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9
년부터 시작한 동티모르 옥수수종자개발 및 농촌개발사업, 커피 공정무역캠페인, 지속가
능한 자급자족형 태양광에너지공급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주도의 경우도 민간지원은 ODA에 속하지 않지만 2012년도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관
련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 2월, 만덕기념사업회에서 베트남 학교지원사업의 일
환으로 칸호아 성 칸호아초등학교 20학급 건립을 위해 4억 5천만 원을 기증하고, 이어 5
월에도 푸토 성 번푸만덕중학교 18학급 건립을 위해 9억원을 기증하였다.
2012년 8월에는 제주도와 제주국학원 공동으로 캄보디아 브라이버 주 상콤터마이 군
우물 지원사업을 통해 1천만 원 상당의 지하수 2공 및 우물 1식을 지원했다. 이 사업으
로 지역주민 2만 2000여명의 식수난이 해소되었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 민간 해외지원
은 국제평화, 인도주의 및 국제개발협력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ODA
지방정부 차원의 ODA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부터 도 차원에서 ODA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협력해 온 동티모르를 개발파트너로 선정하고 2015년
까지 동티모르의 교육,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인력 양성, 안전한 식수 공급 확대, 에너지자원 확보 기술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적 노력을 꾀해 왔다.
보다 본격적인 ODA사업 추진은 도지사가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 원년으로 선포하는
한편, 같은 해 3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체화되었다. 2012년 8월에
는 동티모르 ODA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KOICA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다양한 해외봉사 활
동을 전개하여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KOICA 제주지역센터를 조기 설립하
는 등, 도 차원의 ODA사업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1) 2 013년 지원 현황
2013년도에 전년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티모르 딜리 국립병원에 대한 의료장
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6천만 원 상당의 청진기,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의료장비 8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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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였다. 2013년 6월 4일에 구매물품 납품을 완료하고, 2013년 7월 현지출장을 통
해 이를 전달하였다.

(2) 2 014년 지원 현황
2014년에 제주도는 인도 히말라야 도서관 건립 사업을 지원하였다. 2006년부터 한경
면 조수교회를 중심으로 격년제로 한경면 조수 비엔날레를 개최하여 1억 2천만원의 기
금을 모금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인도 북동부 시킴(Sikkim) 지역 렙차(Lepcha) 부족
을 위한 지역 문맹퇴치 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2012년, 제주도는 학교 정상 운
영을 위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아 도서관 건립(50백만원)과 도서구입(50
백만원)으로 전체 1억원을 지원하였다.
세부 계획으로 2013년 2월 4일부터 9일까지 히말라야 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인도 북동부 실리구리(Shiliguri) 현지를 사전 답사하고 범도민실천협의회 의장 강
영석과 사무엘 렙차(Samuel Lepcha) 학장 간 도서관 지원 MOU를 체결하였다. 2014
년 4월 23일에는 히말라야 도서관 건립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7월 22일
에는 도서관 건립 사업에 착수하였다.
동티모르 ODA사업의 경우, 지원을 확대하여 제주대학교병원과 딜리국립병원 간 자매
결연을 지원하고 동티모르 농업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업기술원에서 작물재배 연수를 실
시하였다.
특히, 2014년 9월 30일에 동티모르 지자체총괄차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서 제주도는 동티모르 아일레우 주에 사무자동화기기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동티모르 지
자체총괄차관과 정보화교육, 문화교류 및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 동티모르한국
대사관 측에서는 제주의 지속적 지원으로 동티모르의 한국 위상이 높아졌음을 높이 평
가하며 감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동티모르는 아일레우 이외의 낙후지역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와 더불어 도로 포장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과거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과 관련된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동티모르의 핵심 공무원 제주 초청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
편,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동티모르 학생 초청 등의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주 동
티모르한국대사관 및 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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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레우 주 OA기기 기증식(2014. 10. 1)

전산기기 관리 교육(2014. 10. 1)

(3) 2 015년 지원 현황
제주도는 2015년부터 KOICA의 글로벌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ODA사업 참여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2015년 8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KOICA, 제주대학교는 제주대
학교에 KOICA 제주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해 ODA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제주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통해 도민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ODA사업
교육, 새로운 ODA사업 및 참여 파트너를 발굴, 관련 네트워크 강화 등이 가능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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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도 제주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국제봉사단 사업을 통칭하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
(World Friends Korea: WFK)' 귀국봉사단 지역사무소의 역할도 수행하기로 하였다.
KOICA는 향후 2년간 제주 센터에 예산과 국제협력 사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
편,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지원하고 ODA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주민 특화 프로그램 발굴, 지역사회 홍보 및 지역 네트워크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협력
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에 ODA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와 기업의 관련 사업 참
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KOICA-제주대학교 업무협약식(2015. 8)

동티모르 지원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주도청 국제통
상국장 외 4명이 동티모르 정부(고용노동부) 및 한국어학교(KSLP), 한국대사관 및 거
주 지역을 방문하였다. 구체적으로, 동티모르 한국어학교 내 학교시설 지원 및 기증식,
간담회 개최, 강당 교무실 활용을 위한 에어컨시설, 책·걸상 지원 및 리모델링, 급수시
설 개선을 위한 지하수 개발, 지원시설 기증식 및 동티모르 내 주요기관과의 간담회 개
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티모르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에는 방문단, 대사관 참사관, 산업인력관리공단센터장,
KSLP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티모르 노동부장관은 제주도의 지속적 지원에
감사하는 한편, 향후 인적 교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를 희망하였다. 제주도는
UNITAR 및 지방행정연수원과 협력하여 동티모르의 젊은 인재들을 초청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동티모르 간 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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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고용노동부장관 면담(2015. 10. 13)

동티모르 한국어학교 지원 및 기증식에서 제주도는 책상과 의자뿐 아니라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무실 및 교실 리모델링 사업에도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주 동티모
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주 동티모르 한국 대사 및 대사관 직원, KOICA 소장 및 직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센터장, KSLP 원장, 방문단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대사관에서
는 제주도의 지속적 지원으로 동티모르 내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앞으로도 소외된 지
역, 인적자원 교육훈련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동티모르 한국어학교 지원품 전달식(201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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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티모르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2015년, 제주도는 2014년 건립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인도 히말라야 도서관에 도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2015년 10월, 히말라야 도서관
건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준공 및 기증행사에 참석하였다.

히말라야 도서관 건립 및 도서 기증식(201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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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1. 광역두만강개발계획
1) 두만강개발계획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은 두
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교통·에너지·관광·환경 분야의 개발과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2년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지원을 받아 출범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 두만강 접경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비접경국인 남한, 몽골이 ‘두만강권지역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함으로써 사업이 공식 추진되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제도적경제협의체로 각국
차관급 대표로 구성된 5개국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사업지역 범위는 북한 청진, 중국 옌지, 러시아 나홋카를 연결하는 삼각지역으로, 국
가별 거점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합작으로 지역발전을 이
룬다는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경제특구 조성, 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북한 나진·선봉, 중국 훈춘, 러시아 나홋카 특구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경
제력이 약한 북한, 중국, 러시아 위주로 추진되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한 두만강개발계획은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으로 전환되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사업대상지역을 한국
의 강원, 경북, 울산, 부산을 포함하는 동해안 지역, 북한의 나진·선봉을 통합한 나선경
제무역지대, 중국의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 성(省)을 포함하는 동북3성과 내몽고자치
구,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몽골 동부로 조정·확대하였다.
2009년, 중국이 이 사업을 동북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사업으로 격상시키
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2009년 11월 북한이 탈퇴하여 핵심사업인 교통·
물류 분야 협력에 차질이 생겼다.

222 - 제주특별자치도

3부

2013년 6월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의 500여 기업이 참
가하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GTI 회원국은 이 이니셔티브를
2016년까지 개발사업 중심의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GTI
를 통한 다자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한국이 참여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다자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민생인프라 개선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향후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할 수 있
다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GTI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탈퇴한 북한을 제외한 한·중·러·몽 4개 회원국과 더불
어 일본이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조직은 4개국 차관협의체인 당사국위원회와 6
개 분과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상설포럼이 운영된다. 사무국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데, 해마다 1회씩 국가별로 순회하며 총회와 상설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북
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 자원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각국의 출구전략에 대응할 필요가 있
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계기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전망을 받고 있다.

2. 제주도의 GTI 참여 과정 및 회원국 지방정부의 GTI 참여 현황
1) 제주도의 GTI 참여 과정
기획재정부는 2014년 9월 5일 제15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가칭 ‘동북아 경제협력기
구의 설립과 경제협력강화 방안’ 상정을 계기로 GTI 참가대상 지역을 확대코자 제주도
에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제주도는 기획재정부에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한국은 현재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동해 지역으로 제한된 국내 GTI 대상 지역을 서해,
남해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
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주와 인천 등이 2014년에 GTI 대상지역으로 우선 포함되도
록 하였으며, 2015년 한국이 의장국 지위를 맡는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GTI 대상 지역
을 확대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GTI 참여는 국제기구와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
국 내 지역 거점들이 새로운 국가 간 조인과 국제기구의 발전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
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역내 협력활동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정부 간 물류·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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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통·관광 등 각 분야별 협력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제주에는 장점이 있다. GTI에 참
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GTI 지방정부협의체 참여를 기본으로, 각종 분과위원회 등 관심
분야에 따라 GTI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새로운 지자체의 참여는 회원국 지방정부협의
체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지정되는데, 2014년 9월의 국내 대외경제장관회의 보
고에 이어 2015년 8월 몽골 드르노드주 초이발산시에서 열린 제3회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지방정부협의체 회의에서 GTI 회원국 지방정부협의체 전체 의결로 제주와 부산의 참가가
의결됐다. 제주도는 본 협의체의 새로운 회원으로 향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GTI 관광분과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다목적지관광(Multi Destination
Tourism: MDT) 프로젝트에 제주를 주요 관광 거점지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
도는 2016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TI 총회에서 제주도의 참가가 정식 승인되면 제
주도가 전략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관광·교통·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다
자협력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 회원국 지방정부의 GTI 참여 현황
한국 지방정부 중에는 강원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3년 평창에서 제12차
총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강릉에서 제 1, 2차 GTI 국제 무역․투자 박
람회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충청남도 천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청 관세국경관
리연수원이 GTI 무역 분야 공식 교육센터로 지정되어 회원국 관세청을 대상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길림성은 2009년 6월 제4차 교통분과위원회
를 개최하였고, 2014년 훈춘에 다목적지홍보센터를 준공하는 한편, 2014년 9월에는 제
3차 관광포럼을 개최하였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는 2014년 5월 제7차 관광분과위
를 개최하였고 2014년 9월에는 제4차 무역원활화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 제주도의 GTI 참여 방안과 활동 계획
1) 제주도의 GTI 참여 방안
(1) 관 광분과 위원회 참 여 방 안
2013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은 233만 4천명, 2014년 기준 256만 6천명
으로,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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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되는 등 관광 가치가 높다. 따라서 제주도가 GTI의 관광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동북아 국가의 지방도시를 연계한 MDT 사업을 제주도로 확
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온 제주는 GTI가 매년 개최하는 다양한 국
제회의를 주도할 수 있다. GTI는 회원국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각국의 주요 도시
및 유명 관광지에서 총회 및 조정관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비추어 보아 제주는 GTI 주요
행사 및 관련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2) 환경분과 위원회 참 여 방 안
제주도는 2002년 12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지정,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
산 등재, 그리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제주 섬 전체가 등록되었다. 또한,
물영아리오름 습지·물장오리오름 습지·1100고지 습지·동백동산 습지 4개 지역이 람사
르 습지에 등록되고 2011년에는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었다.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
으로 글로벌 환경표준 모델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섬·화산·폭포·
해변·국립공원·동굴·숲의 7가지 테마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GTI 환경
분과위원회 참여는 매우 적절하다.
한편, 201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가 개최되어 173개국 10,538명이 참석하여 186개의 의제가 발의되었
고 그 중 제주도 의제 5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도는 현재 ‘2020 세계환경
수도(World Environmental Hub) 인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제적인 공신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 세계의 환경도시 중
모범이 되고 중심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제주는 환경적으로 건전하
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친환경산업 확대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이다.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받게 되면 GTI와 연계협력을 활용할 수 있으
며, 동북아 내 환경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GTI 환경분과위원회 참
여의 정책적 효과는 크다.

2) 제주도의 GTI 활동 계획
우선 교통 분야에서 ‘동북아 교통망 연구(Corridor Study)’를 통해 시장수요와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여 한반도와 대륙을 연계하는 동북아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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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야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세관․검역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0월 제2회 GTI 동북아 무역·투자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관광
분야는 MDT 프로그램 개발과 동북아 국가 간 비자 원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한·러 간 발전 및 송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는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와 공동으로 관련 사업 협의가 진행 중이다.

3) 추진 현황
제주도는 GTI 참여를 앞두고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차 조정관회의를 지원하였다.
2015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라마다플라자제주호텔에서 기획재정부, 제주특
별자치도, 그리고 GTI 사무국의 주최 및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참석자는
각 회원국 조정관, GTI 사무국장, UNDP 중국 부국장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40여명으
로, GTI를 국제기구로 법적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 설립협정문 초안을 논의하고
2015년도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는 회의를 지원하면서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만찬을 진행하는 한편,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주 관련 홍보 영상을 상영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향후 GTI 추진 일정을 논
의하였는데, 2015년 8월 몽골에서 열리는 제3회 지방정부협의체 회의와 2016년 2월 서
울에서 열리는 제16회 GTI 총회에 관해 논의하였다.

2015 제주 개최 GTI 제1차 조정관회의(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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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몽골의 도르노르 주 초이발산 시에서 GTI사무국과 몽골의 지방정부
도르노드 주의 공동주관으로 제3회 GTI 지방정부협의체 회의 및 지역개발포럼이 개최
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GTI 회원국 지방정부인 강원도·지린·헤이룽장·랴오닝·수흐바타
르·도토리 등으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체 전체의 동의로 한국의 제주와 부산이 새로운
지방정부로 참가하는 것을 공식 의결했다.

GTI 지방정부협의체 제주 가입 의결(2015. 8. 7)

GTI 지방정부협의체 제주 가입 의결(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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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TI는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1) 남·북·러 송전망 연결사업, (2) 나진항 종합개
발 사업, (3) 연해주 및 흑룡강성 농지공동개발사업, (4) 남·북·중 고속도로 연계사업,
(5) 다목적지관광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제주는 우선 GTI 관광분과위원회에서 추진 중
인 다목적지관광사업 프로젝트에 제주를 주요 관광 거점지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
였다. GTI 사무국의 한국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광역두만강 지역은 자연환경·역
사·문화적 자원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급성장 중인 관광지이
므로 제주가 GTI의 MDT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와 몽골 등으로 제주의 관광 시장을 확
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 GTI 서울 총회에서 제주도의 참가가 정식 승인될 경우, 향후 제주는 관
광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 분야에서도 적극적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
주도는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GTI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대륙과
동남아를 연계하는 중요 거점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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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환태평양평화공원의 의미
환태평양평화공원(Pacific Rim Park)은 1990년대 초 예술가 제임스 허벨(James
Hubbell)이 정치, 경제, 사회적 경계를 넘어 단결하는 환태평양 시민을 목표로 시작하였
다. 1994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1998년 미국 샌디에고, 2001년 중국 옌타이, 2004
년 멕시코 티후아나 등에 이어 제주도에 6번째 공원이 조성되었다. 미국의 샌디에고에 소
재한 환태평양평화공원재단(Pacific Rim Park Organization)은 태평양에 맞닿은 41
개 도시를 연결하는 환태평양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공원에는 진주
알 장식이 있는데, 그 진주들이 모여 평화의 목걸이를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
한 취지를 따라 2013년 대만 가오슝에도 7번째 평화공원이 조성되었다.

제주 환태평양평화공원 조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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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경우, 기획 및 시공에 재단 대표이자 예술가인 허벨과 사무총장이자 건축
가인 카일 버그만(Kyle Bergman)이 참여하여 서귀포시 대정읍에 공원이 조성되었다.
201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미국의 환태평양공원재단, 세계평화의 섬 범도
민실천협의회, 그리고 제주국제협의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필
리핀 등 28명의 태평양 지역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자원봉사를 하여 공원이 완공되었다.
제주 환태평양평화공원에 설치된 안내석에는 이 공원들이 각 지역 문화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만들어진 문화가교의 역할을 하려 한다고 쓰여 있다. 그리고 더 나아
가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우정을 쌓아나가는 태평양의 징검다리로 삼고자 하는 소망
을 언급하고 있다. 이 공원은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세계평화의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
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 환태평양평화공원 조성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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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태평양평화공원 현황
첫 번째 공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 우정의 대문
블라디보스토크의 평화공원 ‘우정의 대문’은 1994
년에 설립된 최초의 평화공원으로, 러시아와 미국
학생이 주도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공원은 일란-라엘 재단(Ilan-Lael Foundation),
극동주립기술대학교(Far Eastern State Technical
University: FESTU), 블라디보스토크 시, 환태평
양공원사업단이 공동 주관하여 극동주립기술대학
캠퍼스 내에 건립되었다. 우정의 대문은 블라디보
스토크 항구의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며 지역 주
민들에게 인기 있는 결혼식 장소이자 학생들의 수
험 운을 가져오는 기념물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두 번째 공원 :
미국 샌디에고(San Diego) - 태평양의 진주
두 번째 평화공원 ‘태평양의 진주’는 1998년
미국의 샌디에고 항구 내 항만청 부지인 쉘터 섬
(Shelter Island) 끝에 세워졌다. 샌디에고 연합항
만지구, 일란-라엘 재단, 그리고 환태평양공원사
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
미국·멕시코 학생들이 참가하여 사업이 추진되었
다. 이 평화공원의 특징은 환태평양 연계의 상징으
로 중국의 용, 미국의 도요새, 러시아의 시베리아
호랑이, 멕시코의 케찰코아틀 등 4개국의 전통적
상징을 융합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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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원 :
중국 옌타이(Yantai) - 옌타이 공원
2001년 중국의 옌타이에 설립된 세 번째 평화공
원은 옌타이 시 보하이 만 바위해안 위 25피트 벼
랑위에 세워졌다. 이 공원은 옌타이시, 일란-라엘
재단, 그리고 환태평양공원사업단의 주관으로 공
동사업을 추진하여 설립되었으며 전형적인 중국의
안마당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특히, 고대미술 석공
장인들을 중심으로 ‘진주와 달을 바치고 있는 대리
석의 봉황새’ 조각을 주 테마로 하였는데 봉황은
황후의 상징이며 옌타이 시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네 번째 공원 :
멕시코 티후아나(Tijuana) - 마음과 바다 사이
멕시고의 티후아나 시에 소재한 멕시코 도로관리
공단(CAPUFE) 기부 부지에 2004년 설립된 네 번
째 평화공원은 멕시코 도로관리공단, 미션밸리 로
타리클럽, 티후아나 시, 일란-라엘 재단, 환태평양
공원사업단이 주관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 멕시
코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되었다. ‘마음과
바다 사이’ 공원의 가장 높은 곳인 ‘입구’에 들어서
면 태평양의 짙푸른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섬의 풍경이 한번에 내려다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다섯 번째 공원 :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
- 살린라히(Salinlahi) 공원
2009년 필리핀의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에 설립
된 살린라히 평화공원은 프에르토 프린세사 시와
환태평양공원사업단이 주관하고 필리핀, 중국, 러
시아, 미국, 한국 학생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살
린라히 평화공원은 태평양 섬에 최초로 건설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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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원으로, 하얀 진주 대신 검은 진주로 조성되
었으며 공원 조성으로 한국과 필리핀 대학들이 새
로운 제휴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섯 번째 공원 :
한국 제주도 - 태평양의 징검다리
한국에는 2010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해안
가에 평화공원이 조성되었다. 공원에는 제주의 오
름을 형상화한 둥근 돔과 현무암으로 된 할망 형
상이 태평양을 향하고 있어 제주가 환태평양 국가
들과 함께 평화와 밝은 미래를 맞이한다는 상징성
을 지닌 디자인이 특징이다.
일곱 번째 공원 :
대만 가오슝(Kaohsiung)
가장 최근에 설립된 대만의 가오슝 평화공원은
2013년 가오슝 치진 풍차공원 내에 조성되었다. 국
립 가오슝 사범대학, 가오슝 시, 환태평양공원사업
단의 주관으로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국,
미국, 러시아, 멕시코, 필리핀, 엘살바도르 학생이
참가하여 공원이 조성되었다. 영원히 발전하는 녹
색 평화 정신으로 환태평양 국가의 공존과 번영의
이념을 나타내는 단체 창작물이라는 것이 이 공원
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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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주 환태평양평화공원의 추진 경과
제주도는 2007년 10월, 환태평양평화공원 조성제안을 접수하여 2009년 5월, 조성계
획을 확정하였다.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전 세계에서 학생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010년 7월 11일부터 시작하여 8월 7일 대정읍 상모리 해안가 평화대공원 인근
에 1,596㎡의 규모로 준공되었다.
2011년 8월 20일에는 환태평양평화공원 조성 1주년 기념행사가 월례행사인 ‘평화의
징검다리’와 연계 진행되었다. 모슬포 항에서 해안도로로 이어져 알뜨르 일대를 지나 평
화공원으로 연결되는 ‘평화의 길 3코스’ 걷기를 시작으로, ‘평화의 방사탑’ 쌓기, 모슬봉
소리패의 ‘멜 후리는 소리’, 기타와 판소리, 관악 공연이 개최되고 ‘평화 소공원의 의미를
되새기자’를 주제로 양영식 前 통일부 차관이 발표하는 강연회도 진행되었다.
2011년 8월에는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설립의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태평양재단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협의체 구상안을 설명하고 2011년 12월에는 도 관
계자들이 실무협의를 위하여 환태평양재단을 방문하였다.
2012년 6월 1일에는 세계평화의 섬 7주년을 맞아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
는 다양한 기념행사 및 사업의 일환으로 제7회 제주포럼을 통해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8월 11일에는 환태평양평화공원 조성 2주년 기념행사를 개
최하였다.
2013년에는 대만의 가오슝 시에 7번째 평화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중국,
멕시코, 한국, 필리핀, 일본, 미국과 대만 학생 30여명이 자원봉사로 한 달 동안 직접 참
여하였는데, 제주도 내 대학생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오슝 시의 평화공원이 준공된
이후, 2013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2014년 블라디보스
토크에서 열리는 회의의 의제 등 회원도시 간 결속과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 협의를 진행
하였다.
제주가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환태평양 연안도시들과의
교류·협력 중심 역할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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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2010년 8월, ‘태평양의 징검다리’라 명명된 여섯 번째 평화공원이 제주에 조성되었다.
제주도는 평화공원이 조성된 도시들 간 우정을 쌓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
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1년 3월, 환태평양평화공원재단에 환태평양공원재단에 도
시협의체 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후, 2011년 8월 환태평양공원재단 관계자 제주 초청 및 설립 제안 등 실무협의를 시
작으로 201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미국 출장을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였
다. 2012년 3월에는 앞서 조성된 평화공원 6개 도시로부터 도시협의체 회의 참여 동의
를 얻어냈다. 이어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7회
제주포럼에 환태평양평화공원 소재 도시 공무원 18명, 그리고 환태평양공원재단에서 2
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평화공원이 조성된 도시들 간 우호 증진 및 교류와 협력을 통
한 지역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운영규칙 제정과 제주
공동선언문 발표 및 차기 회의 개최 관련 협의를 주요의제로 다루었으며 6월 1일, 환태
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를 공식출범하였다.
회의 결과를 통해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운영규칙이 제정되었는데, 2년
마다 도시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회 회의는 러시아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블라디보스토크 회의 개최 불가로 2015년 샌디에고
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출범시킨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는 국제 협의체
로서 세계 속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등 제주도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
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제주도가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의 주도권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제주공동선언문(안)>
평화공원이 조성된 태평양 연안지역에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샌디에고, 중국 옌타이, 멕시코
티후아나,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그리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6월 1일 대한민국 제주
시에서「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를 처음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도시들은 환태평양 공동체 일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여「환태평양 평화공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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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협의체 회의」출범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도시 상호간 우호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
와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우리는 도시 상호간 우호증진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례회의를 매년(또는 2년마다) 도시를 순회하
며 개최한다.
2. 우리는 도시 상호간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청소년 등의 교
류사업을 전개한다.
3. 우리는 환태평양공원재단이 기획․주관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평화공원조성 프로젝트를 적극 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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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환태평양평화공원 및 재단 현황
환태평양평화공원재단은 공원이 조성된 1년 후인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
고 시에 설립되었다. 재단의 주요임원으로는 예술감독 제임스 허벨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건축가 카일 버그만이 사무총장, 플로이드 모로우가 사무국장이다. 그 외에 전직판사, 샌
디에고 교수, 시 인사위원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재단의 운영을 위한 상주 직원
은 없고 개별 사업이 있을 때마다 자금 모금을 통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환태평양평화공원재단은 국가 차원의 비영리법인으로서 환태평양 지역에 상호 이해와
우의를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우정의 공원 조성을 주요 역할 및 책임으로 표방한다. 본
재단은 환태평양공원 조성으로 문화 교류, 새로운 관계 형성, 새롭게 부상하는 환태평양
지역에 속한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태평양평화공원은 각기 진주 한 알을 상징한다. 환태평양평화공원 재단은 환태평양
지역을 연결하여 ‘태평양 화산지대’를 새로운 개념인 ‘진주 목걸이’로 재해석하여 환태평
양 주변 41개 국가의 도시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환태평양평화공원 조성 대상 국가>
구분
아시아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해당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북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만, 태국, 베트남 (총 14개국)
캐나다, 멕시코 (총 2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미국(총 7개국)

남아메리카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총 4개국)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총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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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국제교류 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자매결연도시 교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도와 행정시 차원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 도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의 하와이 주
를 시작으로 전 세계 5개국 5개 주와 자매결연 체결, 그리고 대만의 타이베이 시를 시작
으로 전 세계 5개국 8개 도시와 우호도시 협력을 체결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현황: 9개국 16개 지역>
구분

자매결연(5)

우호도시(8)

실무교류(3)

한일해협지사회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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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체결일시

비고

미국 하와이 주

1986. 11. 25

인도네시아 발리 주

1989. 06. 16

러시아 사할린 주

1992. 01. 17

중국 하이난 성

1995. 10. 06

포르투갈 마데이라 주

2007. 01. 23

대만 타이베이 시

1997. 08. 11

교류증진 합의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

1997. 10. 27

교류증진양해각서 체결

일본 시즈오카 현

2000. 11. 14

교류실무 합의

중국 랴오닝 성 다롄 시

2001. 03. 24

우호교류협력 체결

베트남 키엔장 성

2008. 05. 21

우호도시협약서 체결

중국 상하이 시

2009. 09 .25

우호도시협약서 체결

일본 아오모리 현

2011. 12. 07

우호도시협약서 체결

중국 헤이룽장 성

2013. 06. 14

우호도시협약서 체결

중국 푸젠 성

2008. 05. 09

실무교류 MOU 체결

중국 산둥 성

2008. 05. 06

실무교류 MOU 체결

중국 후베이 성

2015. 08. 25

실무교류 MOU 체결

한국: 제주, 부산, 전남, 경남
일본: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1992. 08. 25

3부

(1) 미국 하와 이 주
▪ 1987. 7. 13 “제2차 제주도-하와이 간 상호협력 및 지역발전 방안 모색” 국제학술
		 세미나 참가(제주도 부지사 외 19명)
▪ 1987. 10. 30 자매결연 재확인문서 서명차 제주도 방문(하와이 주지사 외 27명)
▪ 1991. 5. 15 태평양 지역 관광지 공동협의체 구성 및 각 지역 책임자 간 협력방안
논의(하와이 주 국제실장 외 1명)
▪ 1992. 6. 30 하와이 주 자매결연 지역 정상회담 및 국제회의 참석(제주도지사 외 7명)
▪ 1994. 2. 16 제주도-하와이 간 청소년교류회 개최 및 홈스테이 시찰(제주도 청소년 20명)
▪ 1994. 6. 10 제주도-하와이 간 청소년교류회 개최 참가(하와이 학생 3명)
▪ 1994. 7. 24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토카이대학교 교사 연수(제주도 초·중·
고 교사 30명)
▪ 1994. 8. 2 하와이대학교 학술연구 참가(제주대학교 교수)
▪ 1994. 8. 10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반 하와이대학 시찰(65명)
▪ 1994. 12∼1995. 12 제주도 공무원 토카이대학교 연수(3명)
▪ 1995. 2. 16 제주도-하와이 간 청소년교류회 참가(제주도 학생 20명, 교수 2명)
▪ 1995. 6. 12 제주도-하와이 간 청소년교류회 참가(하와이 학생 7명, 학부모 6명,
교사 1명)
▪ 1996. 2. 16~26 제주도 학생 10명, 교사 2명 하와이 방문
▪ 1996. 3. 2∼12 하와이 관광개발 실태 비교 시찰(서귀포 시장 등)
▪ 1996. 5. 6∼11 하와이 상수도 실태 견학(수자원개발기획단장 등)
▪ 1996. 6. 6∼13 하와이 학생단 11명(학생 8명, 교사 3명) 제주도 방문
▪ 1996. 7. 31∼8. 4 하와이 주 하원의원 제주도 방문 및 명예도민증 수여
▪ 1996. 10. 5∼9 폴리네시아문화센터예술단 13명 한라문화제 참가
▪ 1997. 11. 27∼29 세계섬학술회의 참가(하와이대 연구원 짐 손, 토카이대 이덕희)
▪ 1998. 4. 28~5. 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실무자회의 참가
▪ 1998. 7. 18~8. 13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가(33명)
▪ 2003. 1. 11~16 한인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참가
▪ 2003. 9. 18~26 지하수 부존량 재평가 기술 자문
▪ 2005. 6. 18 하와이 주지사 방문 및 공동성명 발표
▪ 2006. 7. 21~22 제주물포럼 하와이대표단 참가
▪ 2007. 2 제주-하와이 간 지하수 및 상수도 관리 업무협약 체결
▪ 2007. 4 하와이 민방위청 방문(재난관리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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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6 하와이 주정부 방문 (관광상품 개발 성공 사례 및 교류 정보 수집)
▪ 2007. 9 하와이 군 기지 방문 및 UCLG 제주 세계총회 참가 홍보

▪ 2008. 7. 1 제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하와이 화산국립공원 자매결연협정
체결

▪ 2008. 11 하와이 부지사 도내 한미 태평양연안 6개주 합동회의 참석
▪ 2009. 7 인턴십 프로그램 제안 및 논의

▪ 2011. 9 제15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관광청 한국 사무소)

▪ 2012. 4. 20 스마트그리드 관련 업무로 하와이 부지사 일행 제주 방문
▪ 2012. 10 제3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하와이 고교생 참가(3명)
▪ 2013. 5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진 하와이 방문

▪ 2013. 10 제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하와이 고교생 참가
▪ 2014. 11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하와이 고교생 참가
▪ 2015. 5. 14~19 바이오블리츠 행사 참가

▪ 2015. 9. 7~10 하와이 푸드&와인 축제에 제주 참가
▪ 20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하와이 참가

(2) 인도네시아 발리 주
▪ 1990. 10. 22 제주도-발리 주 간 자매결연협력양해각서 조인식(발리 주지사 외 12명)
▪ 1991. 3. 28 양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차 발리 주 방문(공무원 4명)
▪ 1991. 6. 8 목각기술 연수차 발리 주 방문(민간인 1명)
▪ 1991. 8. 25 바틱기술 연수차 발리 주 방문(민간인 2명)
▪ 1991. 9. 26 발리주예술단 한라문화제 참가 및 공연(57명)
▪ 1992. 6. 12 제주도 예술사절단 발리예술축제 참가 및 공연(45명)
▪ 1992. 6. 22 축산기술 연수차 발리 주 축산공무원 제주도 방문(2명)
▪ 1992. 7. 10 목각기술 연수차 발리 주 방문 (민간인 2명)
▪ 1992. 8. 17 발리 공예품 제작과정 시찰 (10명)
▪ 1993. 3. 26 자매결연협력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상호협력 방안 논의(발리주 공무원 4명)
▪ 1993. 10. 9 한라문화제 참가 및 공연 (발리 주 부지사 외 37명)
▪ 1994. 6. 9 제주도 예술사절단 발리예술축제 참가 및 공연(36명)
▪ 1995. 1. 19 제주도 의회와의 유대 강화 및 통상·농업·문화·관광 산업 정보 교환
논의(발리 주 의회의원 19명)
▪ 1995. 6. 18 상호교류협의차 발리 주 실무단 제주도 방문(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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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0. 10 한라문화제 공연 및 동아시아 도서 관광망 구상 협의차 발리에서 제주
방문(발리 주지사 및 공무원 3명, 예술단원 50명)

▪ 1996. 5 상호교류협력 증진 및 동아시아도서관광정책포럼 창설 협의차 발리 주 실무단
3명 방문

▪ 1996. 6. 6∼11 제주도민속예술단 발리예술축제 참가(36명)

▪ 1997. 4. 5∼7 섬관광정책포럼 창설 관련 협의(도지사, 수행원 및 기자단 등
15명)

▪ 1997. 7. 23∼25 발리 대표단의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18명)
▪ 1997. 10. 4∼7 발리예술단의 한라문화제 참가 (27명)

▪ 1998. 6. 13∼17 제주도 예술사절단의 제20회 발리예술축제 참가(19명)

▪ 1999. 7. 15∼17 제3회 섬관광정책포럼 개최(제주 15명, 하이난 16명, 오키나와
15명)

▪ 1999. 9. 12∼16 제38회 한라문화제 축하대표단 파견(지역개발계획국장 외 1명)
▪ 2000. 6. 15~19 제주도 예술단의 제22회 발리예술축제 참가

▪ 2001. 5. 18~6. 17 발리예술공연단 제2회 제주섬문화축제 참가
▪ 2002. 6. 21~26 전통민속예술 교류 방문공연 참가
▪ 2003. 4. 13~18 제52차 PATA 연차총회 참가
▪ 2003. 6. 11~15 제7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 2003. 10. 3~6 발리예술단의 제42회 탐라문화제 참가

▪ 2004. 6. 16~22 제주도예술단 제 26회 발리예술축제 참가
▪ 2005. 10. 1~ 6 발리예술단의 제44회 탐라문화제 참가
▪ 2007. 4 발리 주 연안통합관리정책 벤치마킹

▪ 2007. 10 발리예술단의 제46회 탐라문화제 참가(35명)

▪ 2008. 6 제주예술단의 제30회 발리예술축제 참가(32명)
▪ 2011. 9 하와이 주지사 제15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 2013. 7 제주방문단 교류협력차 발리 방문
▪ 2014. 8 제18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 2015. 7 섬관광정책포럼 실무진 발리 주 방문

▪ 2015. 9 문화관광국장 발리 방문 및 부지사 면담

▪ 2015. 10 제19회 섬관광정책포럼에 발리 주지사 참가
▪ 2015. 10 제54회 탐라문화제 발리예술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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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사할린 주
▪ 1992. 6. 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석차 제주도 방문(미스사할린 외 2명)
▪ 1994. 2. 8 제주도-사할린 주 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차 제주도 방문(사할린
행정구역 책임자 외 2명)
▪ 1994. 9. 10 채소류 수출 관련 러시아 관계자 제주 방문(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외 4명)
▪ 1995. 4. 17 제주도-사할린 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주한 러시아 대사관 총영사
외 1명)
▪ 1995. 5. 9 채소류 러시아 수출시장 개척단 사할린 방문(농협 제주본부 교류사절단
12명)
▪ 1995. 6. 23 사할린 주 지진 피해 관련 도지사 위로서한 및 성금 3만 달러 상당
전달
▪ 1998. 4. 28~5. 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실무자회의 참가
▪ 1998. 7. 18~8. 13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가(15명)
▪ 2000. 4. 17 제주감귤과 사할린 특산품 물물교환 관련 지사서한문 발송
▪ 2001. 5. 18~6. 17 제2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사할린 화가 7명 참가
▪ 2002. 9. 8~13 2002 APEC 투자박람회에 제주 대표단 참가
▪ 2003. 8. 8~19 러시아 국제학술회의 참석
▪ 2009. 8. 27~9. 2 스포츠교류팀 제주 방문(유소년축구팀 28명)
▪ 2009. 9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된 제5차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참석 및 사할린 주
국제관계위원장 면담
▪ 2010. 4. 14 투자설명회 참가 및 자매교류증진협약서 서명
▪ 2010. 10. 28~31 제주도 주최 아시아청소년포럼에 사할린 청소년 참석(학생 5명,
공무원 1명)
▪ 2010. 12 감귤수출사업 협의차 도 감귤수출단 사할린 방문
▪ 2011. 5 제주포럼 기간 중 주한 러시아 대사 면담
▪ 2011. 6. 28~30 사할린 부지사 일행 5명 제주 방문 및 감귤 수출 등 교류사업
협의
▪ 2011. 10. 27~30 제2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사할린 고교생 5명 참가
▪ 2011. 10. 25~28 제3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사할린 고교생 5명 참가
▪ 2013. 10 제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사할린 고교생 5명 참가
▪ 2014. 11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사할린 고교생 5명 참가
▪ 20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사할린 청소년 참가

248 - 제주특별자치도

3부

(4) 중 국 하 이난 성
▪ 1995. 10. 5~10 제34회 한라문화제에 하이난 성 문예사절단 참가 및 민속공연(38명)
▪ 1995. 8. 16~17 섬관광정책포럼 실무협의 참가(5명)
▪ 1996. 10. 8~15 중국 베이징 시에서 개최된 한-중 자매도시 우호친선대회 공동
참가(제주도 7명, 하이난 성 9명)
▪ 1996. 11. 2 하이난 성 태풍 피해 관련 도지사 위로서한 및 성금 1만 달러 상당 전달
▪ 1997. 3. 2~5 행정업무시찰단 방문(특별조리 외 9명)
▪ 1997. 4. 3~5 하이난 성 야자절축제 참가 및 섬관광정책포럼 협의(도지사, 수행원
및 기자단 15명)
▪ 1997. 7. 23~25 하이난 성 대표단 섬관광정책포럼 참석(하이난 성장 등 32명)
▪ 1997. 9. 11~14 하이난 성 기업대표단 방문(15명)
▪ 1997. 10. 4~7 하이난 성 문예사절단 한라문화제 참가(34명)
▪ 1997. 12. 8~10 하이난 성 행정대표단 방문(하이난 부성장 등 10명)
▪ 1998. 4. 11~15 하이난 성 건성 10주년 경축행사 참가(23명)
▪ 1998. 7. 18~8.13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가(30명)
▪ 1998. 8. 30~9. 5 제주도 공무원 어학연수(12명)
▪ 1999. 6. 21~25 하이난 성 공무원 어학연수(17명)
▪ 1999. 7. 11~14 중국 하이난 성 싼야 시 공무원 우호 방문(부시장 외 4명)
▪ 1999. 7. 14~17 제3차 섬관광정책포럼 참가(하이난 부성장 외 15명)
▪ 2000. 5. 7~13 제주도 공무원연수단 하이난 성 연수
▪ 2000. 11. 3~16 제4회 섬관광정책포럼(하이난 성 제주도 대표단 참가)
▪ 2001. 7. 1~5 하이난 성 공무원연수단 제주도 연수
▪ 2001. 10. 15~18 제5회 섬관광정책포럼(제주도 하이난 성 대표단 참가)
▪ 2002. 3. 30~4. 1 하이난 성 발전계획청장 외 5명 제주 방문
▪ 2002. 5. 12~18 제주도 공무원연수단 하이난 성 연수
▪ 2003. 9. 21~25 하이난 성 공무원연수단 제주도 연수
▪ 2004 10. 16~17 제주도 공무원연수단 하이난 성 연수
▪ 2004. 10. 20~22 하이난 성 정치협상회의 주석 외 7명 제주 방문
▪ 2005. 6. 6~8 하이난 성 부성장 방문
▪ 2005. 10. 17~20 하이난 성 공무원 연수단 제주도 연수
▪ 2006. 6. 4~10 제주도 공무원연수단 하이난 성 연수
▪ 2006. 8. 2~8 하이난 성 청소년축구교류단 제주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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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4. 18~22 하이난 성 자매도시 지사회의에 제주 참가
▪ 2009. 4. 하이난 성 보아오포럼 참가 (환경부지사 외 2명)
▪ 2009. 12. 26~31 제주-하이난 성 간 미술전시 교류

▪ 2010. 8. 27 하이난 성 부지사 제주 방문 및 아시아국제자유도시 추진도시 초청
국제세미나 발표

▪ 2010. 9 하이난 성 추천 자매 및 우호 도시 공로상 수상(중국 ‘국제우호도시협회’
주관 행사)

▪ 2011. 3. 19~21 하이난 성 법학회 회장, 하이난 성 사법청 청장 등 6명 제주 방문
▪ 2011. 8. 6~10 하이난 성 미술협회대표단 방문(회화 작가 6명)

▪ 2011. 9. 7~9 2011 하이난 성 재난·재해 관련 실무단 방문(3명)

▪ 2011. 9. 28~29 하이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일행 제주 방문
▪ 2011. 10. 27~30 제2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하이난 청소년 5명 참가

▪ 2011. 11. 10~15 제주-중국(하이난 성) 청소년축구교류전차 제주대표단 26명 하이난
방문

▪ 2012. 7.13~14 하이난 성 부성장 외 7명 제주 방문

▪ 2013. 11. 7 제17회 섬관광정책포럼(제주특별자치도 대표단 참가 및 도지사 기조연설)
▪ 2013. 11. 26 하이난 성 개발위원회 부주임 등 고위공무원 연수단 제주 방문
▪ 2013. 12. 22~24 우호도시처장 외 1명 제주 교류업무 관계자 회의 참가

▪ 2014. 8. 18~21 제주-중국(하이난 성) 청소년축구교류전차 하이난대표단 34명
제주 방문

▪ 2014. 8. 20~22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18회 섬관광정책포럼에 제주 정무부지사
일행, 하이난 외사판공실 주임 등 참가(10명)

▪ 2014. 11. 11 ‘한-중 인문교류테마도시’ 선정(시안, 제2차인문공동위원회 참가)

▪ 2014. 11. 25 UCLG 정무부지사일행 참가 및 하이난 성 부성장 면담(하이커우, 4명)
▪ 2015. 1. 17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사무국장 회의 참석(하이커우, 2명)
▪ 2015. 4 인문교류사무국장회의 연계 회의 참가(평화협력과장 외 2명)
▪ 2015. 5 하이난 부성장 일행 제주포럼 참가

▪ 2015. 6 하이난 취재단 제주도지사 면담 및 관광정책과장 취재

▪ 2015. 7 하이난 성 외사판공실 주임 공무원 추락사고 애도 서한 발송
▪ 2015. 6 하이난 취재단 제주도지사 면담 및 관광정책과장 취재

▪ 2015. 9 한중인문교류테마도시 하이난 새마을 운동 연수반 제주 방문

▪ 2015. 9 하이난 성 한중인문교류테마도시 기자회견 참가 및 ‘제주의 날’ 실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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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 ‘하이난의 날’ 운영 관련 하이난 성 대표단 제주 방문(139명)
▪ 2015. 10. 5 제주-하이난 우호협력 강화 협약 체결식
▪ 2015. 11 ‘하이난성 환러제’ 기간 ‘제주의 날’ 운영
▪ 2015. 11 제주-하이난 4개 기관 우호협력 협약식
▪ 20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하이난의 날’ 개막식

제주-하이난 우호협력 강화 협약 체결식(20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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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이난 4개 기관 우호협력 협약식(2015. 11)

(5) 포 르투갈 마데이라 주
▪ 2004. 11 주 포르투갈 한국 대사관 대사 마데이라 방문 및 특별자치제도, 투자환경
등 정보 수집 제공
▪ 2005. 2 정부합동조사반 마데이라 방문 및 교류 의향 교환(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
지원특위위원장, 행정자치부 특별자치도 지원단 등)
▪ 2005. 9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마데이라 방문
▪ 2005. 10. 13 주 포르투갈 대사관과 자매결연 절차 협의 관련 적극적 협조 의사 표명
▪ 2006. 7 「자매결연합의서(안)」 최종 협의
▪ 2006. 9 마데이라 주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동의안 도의회 의결
▪ 2006. 9~12 자매결연 체결 일정 협의
▪ 2007. 1. 23 자매결연 서명차 마데이라 주 방문
▪ 2009. 7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축하차 마데이라 주지사 영상메시지 전달
▪ 2010. 2 마데이라 재난 관련 위로서신 발송

2) 제주특별자치도 우호도시 교류 현황
(1) 대만 타이베이 시
▪ 1997. 8. 11~13 제주도-타이베이 시 간 교류증진 합의
▪ 2001. 2. 12~15 민간교류협력단 타이베이 시 방문
▪ 2003. 1. 22~26 제주도-타이베이 간 교류 협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홍보
▪ 2004. 4. 14~17 UCLG-ASPAC 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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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5. 22 타이베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개설

▪ 2010. 4. 2 교류사업 논의를 위한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대표 제주 방문
▪ 2014. 9. 3~6 UCLG-ASPAC 회의 참가 및 국제교류관계관 면담

(2)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
▪ 1997. 10. 27 제주도-태즈메이니아 간 교류증진양해각서 체결
▪ 2009. 12. 24 제주도-태즈메이니아 간 인턴십교류협약서 체결
▪ 2010. 2 호주 태즈메이니아 폴리텍에 인턴 파견 (1년간 1명)
▪ 2010. 6 주한 호주 대사관 2011년 ‘한-호 우정의 해’ 브리핑 세션에 실무자 참가
▪ 2010. 9. 5~8 태즈메이니아 국제교육과 부장 제주 방문 및 제주대, 한라대, 관광대 방문
▪ 2012. 9 태즈메이니아 의원 세계지방정부포럼 참가(1명)
(3) 일본 시즈 오 카 현
▪ 2001. 5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시 시즈오카예술단 참가
▪ 2001. 9 제주도산악회 후지산 등반
▪ 2002. 3 시즈오카 현 그라운드골프 친선 경기차 제주 방문
▪ 2002. 3 시즈오카 현 시즈오카코리아우호의원연맹 제주도 방문
▪ 2002. 5 시즈오카산악회 한라산 등반
▪ 2002. 6 세계잠녀학 학술대회 시 일본 측 발표자로 참가
▪ 2002. 11 2002 한일시민페스티벌 조선통신사의 길 행사 참가
▪ 2003. 8 제4회 시즈오카 세계청소년친선축구대회에 제주선발팀 참가
▪ 2003. 11 시즈오카 부지사 일행 방문
▪ 2003. 12 시즈오카 청년의 배 성산일출제 참가
▪ 2004. 1 제주도 공무원 시즈오카 연수
▪ 2004. 5 제주대학교-시즈오카 토코하대학 간 교류협약 체결
▪ 2004. 6 제9회 제주국제마라톤대회에 시즈오카 대표 참가
▪ 2004. 8 제5회 시즈오카 세계청소년친선축구대회에 제주선발팀 참가
▪ 2004. 10 시즈오카 여성단체협의회 제주 방문
▪ 2004. 11 시즈오카 세계녹차축제에 제주도 농가 및 설록차 직원참가
▪ 2004. 12 시즈오카 청년의 배 성산일출제 참가
▪ 2005. 8 제 6회 시즈오카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제주선발팀 참가
▪ 2006. 8 제 7회 시즈오카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제주선발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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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 해양심층수 시설 및 수산시험장 방문

▪ 2011. 6 시즈오카 현 지사 일행 제주 방문(시즈오카 지사 외 10명)
▪ 2011. 10 제2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시즈오카 고교생 참가(5명)

▪ 2012. 10 제3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시즈오카 고교생 참가(5명)
▪ 2013. 9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제주 총회 참가

▪ 2014. 3 제주-시즈오카 민간 요리단체 간 교류

▪ 2014. 5 제9회 제주포럼에 시즈오카 보좌관 참가

▪ 2014. 11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시즈오카 참가
▪ 2014. 12 시즈오카 도서관대회에 제주도 참가

▪ 2015. 8 제주 실무진 시즈오카 방문 및 향후 교류방안 실무회의

(4) 중 국 다롄 시
▪ 2000. 11. 8~10 제주도지사 일행 다롄 시 방문
▪ 2000. 12. 4~6 제주 취재단 다롄 시 파견
▪ 2000. 12. 9~11 다롄 시 부비서장 일행 제주방문
▪ 2001. 1. 25~27 다롄 시 시민대사 우호대사관광단 제주 방문
▪ 2001. 3. 24~26 다롄시장 일행 제주 방문
▪ 2001. 3. 24 제주-다롄 시 간 우호교류협력합의서 체결
▪ 2001. 5. 25~30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다롄 시 방문
▪ 2001. 5. 18~21 제2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다롄 시 관계자 및 공연단 참가
▪ 2001. 6. 6~8 다롄 시 도시녹화·관리 시찰단 제주 방문
▪ 2001. 6. 22~23 다롄 시 어업·농업 담당 부시장 일행 제주 방문
▪ 2002. 3. 18~25 KBS기자단 및 교류실무자 다롄 방문
▪ 2002. 3. 27~28 다롄 금석탄특구청장 제주 방문
▪ 2002. 4. 23~24 다롄 시 대외경제무역국위원회 부처장 방문
▪ 2002. 10. 28~11. 2 지역정책과장 외 3인 다롄 시 방문
▪ 2003. 4. 11~13 신임 다롄시장 제주 방문
▪ 2003. 9. 5~7 다롄 시 여유국장 제주방문
▪ 2004. 4. 25~28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한중일지방교류세미나 참가
▪ 2004. 8. 4~8 중국 랴오닝 개최 동남아국제관광박람회 참가
▪ 2004. 10. 10~11 다롄 시 정치협상회의 주석 제주 방문
▪ 2005. 5. 12~14 前 인민대표대회 의장 제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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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26~28 2005 동아국제관광박람회 참가
▪ 2006. 5. 23~27 제16회 다롄아카시아축제 참가

▪ 2006. 6. 10~12 다롄 시 여유국 부국장 제주 방문
▪ 2007. 10 국제도시 간 친선교류행사 참가(제주)

▪ 2008. 3 다롄 시 우호협력도시 및 명예시민 초청 만찬행사 참가(서울)
▪ 2008. 9 아·태도시정상회의 참석(중국 다롄 시)

▪ 2008. 11 중국 다롄 시 부시장 일행 제주 방문(부시장 외 6명)

▪ 2010. 10 제주 개최 제1회 아시아청소년포럼에 다롄 시 고교생 참가(5명)

▪ 2011. 10 제주 개최 제2회 아시아청소년포럼에 다롄 시 고교생 참가(5명)

▪ 2012. 10 제주 개최 제3회 아시아청소년포럼에 다롄 시 고교생 참가(5명)
▪ 2013. 10 제주 개최 제4회 아시아청소년포럼에 다롄 시 고교생 참가(5명)
▪ 2014. 4. 25~10. 10 K2H 협력사업을 통한 다롄 시 공무원 제주 파견

▪ 2014. 11 제주 개최 제5회 아시아청소년포럼에 다롄 시 고교생 참가(5명)
▪ 2014. 11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 2015. 7 메르스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 감사서한 발송

(5) 베트남 키엔장 성
▪ 2002. 베트남 前 수상, 당 서기장 일행 제주 방문
▪ 2006. 7 제주도와 교류 제의
▪ 2006. 12 제주도 실무단 키엔장 성 방문
▪ 2008. 2 키엔장 성 실무대표단 제주 방문 및 실무협의서 체결
▪ 2008. 5 2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키엔장 성 우호협력도시협약서 체결
▪ 2010. 8. 9~13 키엔장 성 경제교류대표단 방문(경제인 4명, 공무원 2명)
▪ 2010. 10. 28~31 도 주최 아시아청소년평화포럼에 키엔장 참가(학생 5명, 교사1명, 공무원 1명)
▪ 2012. 10 제3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키엔장 고교생 참가(5명)
▪ 2013. 10 제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키엔장 청소년 참가(5명)
▪ 2014. 11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키엔장 청소년 참가(5명)
▪ 20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키엔장 청소년 참가(5명)
(6) 중 국 상 하 이 시
▪ 2008. 3 제주-상하이 간 「우호교류양해각서」 체결
▪ 2009. 4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차 상하이 방문(환경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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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5 상하이 시 인민대표단 상하이정치협상회의 주석 외 제주 방문
▪ 2009. 9. 25 상하이 시 방문,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 2009. 10 상하이 시 주관, 제1차 공무원지방행정연수 2명 참가

▪ 2009. 12. 28~2010. 1. 2 도내 대학생 25명 상하이 시 방문 및 복단대학교 학생과 교류
▪ 2010. 3 아시아청소년포럼 초청장 발송

▪ 2010. 6. 7~2010. 6. 10 우호교류협력사업 논의 및 여수엑스포 참가

▪ 2010. 10 상하이 주관 제2차 공무원지방행정연수에 도 공무원 참가(2명)
▪ 2010. 10. 28~31 도 주관 아시아청소년포럼에 상하이 청소년 참석(6명)
▪ 2011. 8 상하이 시 공안국장 겸 부시장 제주 방문

▪ 2011. 9 상하이 주관 제3차 공무원지방행정연수에 도 공무원 참가(2명)

▪ 2011. 10 제주 개최 제2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상하이 청소년 참석(5명)
▪ 2012. 9 상하이 주관 제4차 공무원지방행정연수에 도 공무원 2명 참가

▪ 2012. 10 제주 개최 제3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상하이 청소년 10명 참가
▪ 2013. 9 상하이 주관 제5차 공무원지방행정연수에 도 공무원 참가(1명)

▪ 2013. 10 제주 개최 제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상하이 청소년 참석(10명)

▪ 2013. 12. 22~24 제주에서 개최된 중국 자매우호도시교류 업무관계자 회의에 상하이
외사판공실 아시아대양주처 부처장 외 1명 참석

▪ 2014. 9 상하이 주관 제6차 공무원지방행정연수에도 공무원 참가(2명)

▪ 2014. 11 제주 개최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상하이 청소년 참가(10명)
▪ 2015.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이 부시장 면담

▪ 2015. 7 메르스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 감사서한 발송
▪ 2015.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이 시장 면담(상하이)

(7) 일본 아오 모리 현
▪ 2009. 5 아오모리 현 실무진 제주 방문 및 사업 제안
▪ 2009. 7 아오모리 현 지사 제주 방문 및 지사 면담
▪ 2009. 11 아오모리 현 지사 및 민간인 100여명 제주 방문 및 지사 면담
▪ 2009. 12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오모리 현 방문 및 실무합의서 체결
▪ 2010. 3 아오모리산악회 제주 방문 및 교류트래킹
▪ 2010. 9 아오모리 현 부지사 및 민간인 70여명 제주 방문 및 지사 면담
▪ 2010. 10 제주-아오모리 현 간 세계자연유산관리부서 자매결연 체결
▪ 2011. 1 아오모리 현 교통정책과장 제주 방문 및 교류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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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제주 스마트그리드과 과장 외 아오모리 현 환경과학기술연구소, 히로사키대학,
풍력발전단지 방문

▪ 2011. 7 아오모리 현 지사 제주 방문 및 지사 면담

▪ 2011. 10 아오모리 현 생활환경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및 자연유산교류 방안 협의

▪ 2011. 11 아오모리 현 에너지진흥과장 등 제주 ‘스마트그리드 데이’ 선도 세미나 참석
▪ 2011.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오모리 현 방문 및 우호협력도시협정 체결, 제주
관광설명회 등 개최

▪ 2012. 2 아오모리 현 부지사 및 실무진 일행 제주 방문
▪ 2012. 6 제7회 제주포럼에 아오모리 현 지사 참가

▪ 2012. 9 아오모리 현 생활환경부장 일행 제주 방문 및 WCC 참가
▪ 2013. 7 아오모리 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주년 기념식 참가
▪ 2013. 7 아오모리 현 관광국제전략국장 일행 제주 방문

▪ 2013. 10 아오모리 현 관광교류추진과장 일행 올레 걷기 축제 참가

▪ 2014. 3 “제주 프로모션위크 IN 아오모리” 개최 및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 2014. 6 아오모리 현 기획부 차장 등 관계자 일행 제주 방문
▪ 2014. 7 아오모리 현 부지사 일행 제주 방문 및 지사 면담
▪ 2014. 10 탐라문화제 기간 아오모리 현 홍보부스 운영
▪ 2015. 2 제주도청 공무원 아오모리 현 파견근무(1명)

▪ 2015. 2 아오모리 현 세계자연유산 관계자 제주 방문 및 자매결연 갱신 논의
▪ 2015. 4 아오모리 현 “히로사키벚꽃축제” 참가 제주 홍보부스 운영
▪ 2015. 6 아오모리 현 기획부 차장 일행 제주 방문 및 실무회의
▪ 2015. 8 아오모리 현 부지사 일행 제주 방문

▪ 2015. 8 제주-아오모리 세계자연유산 자매결연 갱신 조인식

(8) 중 국 헤이룽 장 성
▪ 2010. 8 헤이룽장 성 부성장 일행 제주 방문
▪ 2011. 6 교류촉진실무합의서 체결
▪ 2011. 10 제주청소년포럼에 헤이룽장 청소년 참가(5명)
▪ 2012. 10 제주청소년포럼에 헤이룽장 청소년 참가(5명)
▪ 2013. 6. 14 제주특별자치도-헤이룽장 성 우호도시협약 체결
▪ 2013. 6. 14~15 “제24회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 참가 및 제주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2013. 10. 25~28 제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헤이룽장 청소년 참가(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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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2. 22~24 외사판공실 관계자 중국자매우호도시교류 업무관계자 제주 개최 회의 참가
▪ 2014. 2. 26~27 공무원상호파견 협약 체결(외사판공실 부주임 등 3명)
▪ 2014. 11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헤이룽장 청소년 참가(6명)

▪ 2015. 1. 17 헤이룽장 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일행 제주 방문(3명)
▪ 2015. 6 헤이룽장 성 부성장 정무부지사 예방

▪ 2015. 7 메르스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 감사 서한 발송
▪ 2015. 7 메르스 관련 헤이룽장 성장 답신

▪ 20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헤이룽장 성 청소년 참가

2. 행정시 국제교류 현황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해왔다. 제주시는 4개국 6개
도시와, 서귀포시는 일본과 중국의 5개 도시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다. 우호도시의 경
우, 제주시는 중국, 일본, 독일의 7개 도시와 우호도시협약을 맺었으며, 서귀포시는 중국
의 3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행정시 국제교류 현황 5개국 21개 도시>
구분

제주시
(6)

자매
결연
(11)

서귀포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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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체결일시

일본 와카야마 현 와카야마 시

1987. 11. 12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구이린 시

1997. 10. 29

프랑스 루앙 시

2004. 10. 14

중국 산둥 성 라이저우 시

1995. 12. 11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로사 시

1996. 10. 22

일본 효고 현 산다 시

1997. 07. 31

일본 사가 현 가라쓰 시

1994. 09. 04

일본 이바라키 현 가시마 시

2003. 11. 26.

일본 와카야마 현 기노카와 시

1987. 02. 20

중국 랴오닝 성 싱청 시

1996. 11. 12

중국 저장 성 항저우 시

2010. 10. 12

3부

구분

제주시
(7)
우호
도시
(10)

서귀포시
(3)

도시명

체결일시

중국 장쑤 성 양저우 시

2000. 11. 04

중국 장쑤 성 쿤산 시

2001. 11. 17

일본 벳부 시

2003. 01. 17

일본 아라카와 구

2006. 02. 17

중국 지린 성 훈춘 시

2007. 10. 17

독일 로렐라이 시

2009. 11. 28

중국 저장 성 이우 시

2012. 05. 12

중국 하이난 성 싼야 시

1999. 11. 19

중국 허베이 성 친황다오 시

2009. 07. 07

중국 산둥 성 룽커우 시

1999. 04. 20

1) 자매결연도시 교류 현황
(1) 제주시 자매결연도 시 교류 현황
① 일본 와카야마 현 와카야마 시

▪ 1987. 11. 12 제주시-와카야마 시 간 자매결연도시 체결
▪ 1988. 8 와카야마 시장 제주시 방문

▪ 1989. 7 와카야마 시 100주년 기념행사에 제주시 참석 및 청소년 친선축구경기
▪ 1991. 11 와카야마 시 감귤재배기술 교류협의차 제주시 방문
▪ 1992. 10 감귤재배농가 기술연수차 와카야마 시 방문
▪ 1996. 5 제주시축구단 친선축구경기차 방문(28명)

▪ 1997. 10 와카야마 시 친선협회 일행 제주시 방문(47명)
▪ 2000. 5 제주시 제45주년 기념행사 축하 방문(10명)

▪ 2001. 3 와카야마 시 유치원협회 벤치마킹 방문(24명)

▪ 2003. 4 제주시 감귤재배농가 기술교류차 와카야마 시 방문(49명)
▪ 2004. 11 제4회 와카우라베이위드 재즈마라톤 참가(11명)

▪ 2007. 10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관련 와카야마 시 방문(8명)
▪ 2008.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와카야마 축하사절단 방문(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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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 관서도민회 신년하례회 참석(3명)

▪ 2010. 6 제15회 제주관광마라톤축제 참가 방문 (6명)

▪ 2011. 4 제20회 왕벚꽃축제 사절단 방문(와캬아마 시장 등 5명)

▪ 2012. 7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와캬아마 시 방문(제주시장 등 8명)
▪ 2012. 8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제주 방문(와카야마 시장 등 14명)
▪ 2012. 10 제12회 와카우라베이위드 재즈마라톤 참가(7명)
▪ 2013. 2 제주시 공무원 파견 근무

▪ 2013. 5 제18회 제주관광마라톤축제 참가 방문(6명)
▪ 2013. 7 와카야마 시 돌하르방 제막식 참석(8명)

▪ 2013. 10 와카우라베이위드 재즈마라톤 참가(7명)

▪ 2013. 11 와카야마 시 국제자매도시친선협회 참가차 제주 방문(26명)
▪ 2014. 4 제주도립무용단 와카야마 시 특별공연(38명)

▪ 2014. 4 동제주로타리클럽-와카야마북로타리클럽 자매결연 연장 조인식
▪ 2014. 6 와카야마 시 제19회 제주관광마라톤축제 참가(6명)
▪ 2014. 10 와카우라베이위드 재즈마라톤 참가(7명)

▪ 2015. 2 와카야마 시 대표단 제주 방문(와카야마 시장 등 8명)

▪ 2015. 5 와카야마 시 제20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참가차 방문(6명)
②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구이린 시

▪ 1997. 10. 29 국제자매결연도시 조인식 체결

▪ 2006. 11 제주시-구이린 시 생활체육협의회 간 자매결연 조인식 체결
▪ 2006. 3 제주-구이린 방송사를 통한 상호 관광홍보 추진 협의
▪ 2007. 3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 방문

▪ 2007. 5 제주-구이린 생활체육협의회 간 체육 교류
▪ 2008. 5 제주-구이린 우호 및 경제협력 증진 협의

▪ 2008. 6 제주교향악단 연주회 및 양 도시 간 문화교류 방문
▪ 2009. 5 구이린 시 체육교류단 체육활동 및 교류차 방문

▪ 2009. 12 제주시 사절단 우호증진 협의차 구이린 시 방문

▪ 2010. 2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구이린 축하사절단 및 공연단 방문
▪ 2010. 7 계림전자과학기술대학교 방문단 제주대학교 방문
▪ 2010. 8 구이린 시 우호대표단 방문

▪ 2010. 9 제1회 구이린 시 국제여행박람회에 제주시 사절단 파견 및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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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 제주시 공무원 구이린 시 파견근무

▪ 2011. 4 제주 왕벚꽃축제에 구이린 축하사절단 및 공연단 방문
▪ 2011. 5 구이린 시 우호대표단 제주시 방문

▪ 2011. 9 제2회 구이린 시 국제여행박람회에 제주시 사절단 파견 및 홍보 부스 운영
▪ 2011. 12 구이린 시 체육교류단 체육교류차 제주 방문
▪ 2012. 1 제주시 공무원 구이린 시 파견근무

▪ 2012. 2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구이린 축하사절단 방문(부주임 등 3명)
▪ 2012. 7 제주시 생활체육교류단 교류차 구이린 방문

▪ 2012. 9 제13회 구이린 시 국제여행박람회에 제주시 사절단 파견 및 홍보부스 운영
▪ 2013. 2 제주시 공무원 구이린 시 파견근무

▪ 2013. 3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구이린 시 축하공연단 참가(17명)

▪ 2013. 10 구이린 시 산수문화축제에서 제주시 하나아트국악연희단 공연
▪ 2014. 2 제주시 공무원 계림 시 파견근무

▪ 2014. 4 제주 왕벚꽃축제에 구이린 시 축하공연단 방문(구이린시총공회예술단 17명)
▪ 2014. 8 한중서예교류전 개최(구이린 시 박물관) 방문(제주도서예학회 25명)
▪ 2014. 8 구이린 시 국제여행박람회에 제주시 사절단 파견 및 홍보부스 운영
▪ 2014. 10 제주도 국제생활체육테니스대회 구이린 시 선수단 참가(13명)
▪ 2015. 2 제주시 공무원 구이린 시 파견근무

▪ 2015. 3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구이린 축하공연단 참가(15명)

▪ 2015. 10 구이린 시 산수문화축제에서 한림읍 민속보존회 거리퍼레이드 행사 진행(25명)
③ 프랑스 루앙 시

▪ 2000. 10 루앙 시 명예영사를 통한 교류 타진

▪ 2000. 10 루앙 시와 국제교류협력서신 및 자료 교환

▪ 2002. 5 루앙 시 부시장 자매도시결연 관련 실무협의차 제주시 방문 및 자매도시
결연의향서 체결

▪ 2002. 6 제주시 자매결연 실무협의단 루앙 시 교환방문
▪ 2004. 10 자매결연 체결

▪ 2007. 10 UCLG 제주총회 자매도시 친선행사에 루앙 시 부시장 참석
▪ 2009. 4 제주왕벚꽃․유채꽃축제에 루앙 시 사절단 참가(3명)

▪ 2009. 5 프랑스 루앙 대 교수 제주시청 직원 대상 특강 진행. 프랑스 루앙대와 제주
대학교 간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상호연수 프로그램 격년제 운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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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5 루앙 시와 교류활성화 추진방안 논의차 방문(5명)
④ 중국 산둥 성 라이저우 시

▪ 1995. 5 자매결연도시 논의 관련 후보도시 라이저우 시 현지 방문
▪ 1995. 10 우호관계 수립 회담 및 합의서 서명

▪ 1995. 12. 11 제주시-라이저우 시 간 자매결연도시 체결
▪ 1996. 4 수산양식 기술연수

▪ 1996. 5 라이저우 시에 제주시 경제무역사무소 개소 및 월계꽃축제 축하차 방문
▪ 1997.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1998.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1999.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차 라이저우 사절단 제주시 방문

▪ 1999.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2000.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2000.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차 라이저우 사절단 제주시 방문
▪ 2001.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차 라이저우 사절단 제주시 방문
▪ 2001. 2 조천 만세동산에 월계선인상 설치

▪ 2001. 5 주 라이저우시 경제무역사무소 재개설

▪ 2001. 6 자매도시 작품교류전(표구 15점, 그림 30점)

▪ 2002. 2 라이저우 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 및 라이저우 시 서법협회
작품 전시회

▪ 2002. 9 제주시 제주돌하르방 기증 및 제주시 농업기술센터-라이저우 시 농업과
학원 우호협정체결 조인식

▪ 2003.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서 라이저우시 경극공연단 축하공연

▪ 2004. 5 라이저우 시 북제주군 경제무역사무소 확장 이전 및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2004. 2 라이저우 중화무술학교 공연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
▪ 2004. 7 한국투자설명회 참가차 라이저우 사절단 제주 우호방문

▪ 2005. 2 라이저우 중화무술학교 공연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
▪ 2005.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2006. 2 라이저우 중화무술학교 공연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
▪ 2006. 6 제주돌문화공원 개원식에 라이저우 시 사절단 축하 방문

▪ 2007. 2 라이저우 중화무술학교 공연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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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2007. 10 UCLG 세계대회 참가

▪ 2008. 2 라이저우 시 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단 방문
▪ 2008. 4 월계꽃 기증에 따른 양 도시 간 협의

▪ 2008. 5 라이저우 시 월계꽃축제에 제주시 사절단 축하방문 및 월계꽃 기증 협의
▪ 2008. 10 라이저우 시장 우호교류 및 경제협력 증진 협의차 방문

▪ 2009. 2 라이저우 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단 방문 및 가훈 써주기 행사 진행
▪ 2009.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2010. 2 라이저우 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단 방문 및 가훈 써주기 행사 진행
▪ 2010.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2011. 2 라이저우 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단 방문 및 가훈 써주기 행사 진행
▪ 2011.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2012. 4 라이저우 시 부시장 일행 제주시 방문(3명)

▪ 2012.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2012. 4 라이저우 시 부시장 및 요트 관계자 방문(8명)

▪ 2013. 3 라이저우 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단 방문(22명)

▪ 2012.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
▪ 2013. 6 라이저우 시 대표단 제주 내방(3명)

▪ 2014. 3 라이저우 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단 방문(19명)
▪ 2014. 9 라이저우 시 부시장 우호협력 증진 협의차 내방(7명)

▪ 2015. 3 라이저우 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단 방문(22명)

▪ 2015. 5 라이저우 월계꽃축제 축하차 제주시 사절단 라이저우 방문(제주 부시장 등 6명)
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로사 시

▪ 1996. 10. 22 제주시-산타로사 시 간 자매결연도시 조인식 체결
▪ 1997. 8 학생 교환연수 홈스테이 및 영어수업 참가(11명)

▪ 1997. 10 추수박람회 참관 축하 및 교류방안 협의 등(3명)

▪ 1998. 7 학생 교환연수, 한국어 수업 및 주요 산업시설 시찰 등(8명)

▪ 1998. 7 북제주 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관 등(7명)
▪ 1998. 8 학생 교환연수, 홈스테이, 영어수업 및 대학 견학 등(9명)

▪ 1999. 7 학생 교환연수, 한국어 수업, 주요 산업시설 시찰 등(10명)
▪ 1999. 8 학생 교환연수, 홈스테이, 영어수업 및 대학 견학 등(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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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0 추수박람회 참관 경축 및 교류 방안 협의 등(11명)

▪ 2000. 2 산타로사 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참관 및 주요 산업시설 시찰(2명)

▪ 2000. 2 제주시-산타로사 시 심포니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 개최(51명)
▪ 2000. 4 산타로사 시 자매도시위원 제주 방문 및 국제교류 실무 협의(4명)
▪ 2000. 10 추수박람회 참관, 축하 공연 및 교류방안 협의(31명)

▪ 2002. 2 산타로사 시 축하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참관(3명)

▪ 2003. 2 산타로사 시 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18명)

▪ 2003. 5 미국 산타로사 시에 돌하르방 기증 및 장미축제 우호방문(31명)
▪ 2003. 9 산타로사 시 추수박람회에 제주시 축하사절단 방문(10명)

▪ 2003. 10 산타로사 사절단 탐라문화제 참관 및 북제주군 특산품 무역 상담(4명)

▪ 2003. 12 산타로사 사절단 제주 방문,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출연 계획 및 무역 관련
상담(2명)

▪ 2004. 1 산타로사 시 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 공연(29명)
▪ 2005. 2 산타로사 시 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 공연(42명)
▪ 2005. 6 산타로사 시 사절단 북제주 군수 영결식 조문(2명)

▪ 2005. 9 추수박람회 참관 및 북제주 군수 추모기념 벤치 제막식 참석(8명)

▪ 2005. 9 산타로사 시 자매도시위원회 위원 방문 및 학생교환 연수 협의(2명)

▪ 2005. 11 산타로사 시 자매도시위원회 위원 방문 및 정월대보름들불축제 방문 일정
협의(1명)

▪ 2006. 2 산타로사 시 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21명)

▪ 2006. 5 산타로사 시에 제주물허벅상 기증 및 장미축제 축하공연(22명)
▪ 2006. 6 제주돌문화공원 개원식에 산타로사 사절단 축하 방문(2명)
▪ 2006. 6 산타로사 벽화제작팀 북제주군 방문 및 벽화 제작(5명)

▪ 2006. 7 자매도시 청소년 미술작품 공동 제작(산타로사시 JEJU WAY)(5명)
▪ 2006. 7 국제자매도시 학생교환연수, 주요시설 및 대학 견학(17명)
▪ 2007. 2 산타로사 시 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공연(37명)

▪ 2008. 2 들불축제 축하차 산타로사 시 마리오카릴로고등학교 중창단 방문(27명)
▪ 2008. 4 산타로사 시 화가 작품 전시회

▪ 2008. 5 장미축제 축하 및 교류협의, 라스베가스 시 교류협력방안 협의(10명)
▪ 2008. 7 국제자매도시 학생교환 연수사업(10명)

▪ 2009. 2 산타로사 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방문 및 산타로사댄스스쿨 공연단
공연(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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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6 산타로사 시 자매도시위원 제주 방문(1명)

▪ 2009. 6 산타로사 시 전자매도시위원장 부인 제주 방문(1명)
▪ 2009. 7 외국어 우수고교생 학생대체연수(22명)

▪ 2010.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차 산타로사 사절단 방문(26명)
▪ 2010. 7 후원행사 참여 및 자매도시 방문(1명)

▪ 2010. 7 외국어 우수고교생 학생대체연수(20명)

▪ 2011. 4 제주 왕벚꽃축제에 산타로사 시 축하사절단 및 자매도시부위원장 방문
▪ 2011. 7 산타로사 시 자매도시위원 제주 방문 및 상징물 전달(1명)
▪ 2011. 7 학생연수 및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13명)

▪ 2011. 1 산타로사 시 모던댄스 공연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서 공연(29명)
▪ 2012. 7 홈소노마카운티대학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제주시 참여(15명)
▪ 2013. 3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산타로사 시 학생 공연단 참가(18명)
▪ 2013. 7 학생연수 및 홈스테이 참가(17명)

▪ 2013. 10 산타로사 사절단 탐라문화제 참가 및 노형중학교 자매결연 협의(2명)

▪ 2014. 3 산타로사 시 공연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참석차 내방 및 노형중학교 방문(37명)
▪ 2014. 7 학생연수 및 홈스테이 참가(16명)

▪ 2014. 12 제주시-산타로사 시 우호협력 증진방안 협의차 산타로사 부위원장 내방
▪ 2015. 3 산타로사 시 공연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참석차 방문(24명)
⑥ 일본 효고 현 산다 시

▪ 1997 제주시-산다 시 간 자매도시 결연식 체결

▪ 2007. 3 산다 시 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차 제주 방문
▪ 2007. 6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돌하르방 기증 제막식

▪ 2007. 10 UCLG 제주 총회에서 국제교류도시 간 친선행사
▪ 2007. 11 코매타니루리코 기리에 작품 전시회(제주)

▪ 2007. 12 제19회 산다국제마스터즈마라톤에 제주시 참가(4명)
▪ 2008. 2 산다 시 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차 내방

▪ 2008. 12 제20회 산다국제마스터즈마라톤에 제주시 참가(5명)
▪ 2009. 12 제21회 산다국제마스터즈마라톤에 제주시 참가(5명)
▪ 2010. 10 국제자매도시 어린이회화전 작품 전시

▪ 2010. 12 제22회 산다국제마스터즈마라톤 참가(6명)

▪ 2011. 5 산다 시 국제교류협회 세계자연유산 제주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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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9 국제자매도시 어린이회화전 작품 전시

▪ 2011. 12 제23회 산다국제마스터즈마라톤에 제주시 참가(8명)
▪ 2012. 10 국제자매도시 어린이회화전 작품전시(40점)

▪ 2013. 3 산다 시 사절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차 제주 방문(2명)
▪ 2013. 5 제주관광마라톤 축제에 산다 시 참가(2명)

▪ 2013. 9 산다 시-제주시 어린이회화 교류전(제주시)

▪ 2013. 11 산다 시-제주시 어린이회화 교류전(산다 시)

▪ 2013. 12 제25회 산다국제마스터즈마라톤에 제주시 참가(4명)
▪ 2014. 9 산다시↔제주시 어린이회화 교류전(제주시)

▪ 2014. 12 제26회 산다국제마스터즈마라톤에 제주시 참가(4명)
▪ 2015. 3 산다 시 라이온스클럽 회장 일행 내방(5명)

▪ 2015. 9 산다 시-제주시 어린이회화 교류전(제주시)

(2) 서귀포 시 자매결연도 시 교류 현황
① 일본 사가 현 가라쓰 시

▪ 1991 가라쓰 시 방문단 서귀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및 하수처리장 시설 견학차 4차례
방문

▪ 1992. 5. 8~11 가라쓰 시 방문단 서귀포시의회 친선방문

▪ 1992. 11. 10~14 가라쓰 시 방문단 서귀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및 하수처리장 견학차
방문(31명)

▪ 1993. 3. 9~14 가라쓰 시 방문단 서귀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및 하수처리장 견학차
방문(27명)

▪ 1993. 10. 21~23 가라쓰 시 방문단 서귀포시 친선방문
▪ 1994. 6. 2 내무부장관 승인
▪ 1994. 9. 14 자매결연 체결

▪ 1995. 3. 13~16 서귀포시 실무추진방문단 가라쓰 시 방문

▪ 1995. 1. 17.~19 가라쓰 시 경제추진회의 방문단 서귀포시 방문

▪ 1994. 10. 23~26 가라쓰 시 우호방문단 서귀포시 방문(시장 외 25명)
▪ 1994. 11. 19~20 가라쓰 시 직원상조회 방문단 서귀포시 방문
▪ 1995. 7. 25~28 일본 가라쓰 시와의 청소년 교류(287명)

▪ 1996. 4. 28 가라쓰 시 후루사또회관 내 서귀포시 홍보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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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6. 30~7. 2 가라쓰 시 방문단 서귀포시 방문(시장 외 5명)
▪ 1997. 7. 22~25 일본 가라쓰 시와의 청소년 교류(200명)
▪ 1999. 7. 27~30 일본 가라쓰 시와의 청소년 교류(262명)
▪ 1999. 7. 27~30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

▪ 2001. 2. 20~21 가라쓰 시 카가미과실농업협동조합원 서귀포시청 방문 및 하우스밀감·
한라봉 재배 상황 시찰(8명)

▪ 2000. 11. 2~5 가라쓰 시 방문 및 군치축제 참관(시장 외 13명)

▪ 2002. 11. 22~24 서귀포시청 낚시동호회원 6명 가라쓰 시 방문 및 가라쓰 시청
동호회원과의 낚시교류 및 홈스테이

▪ 2003. 4. 9~10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가라쓰 시 연수

▪ 2003. 7. 21~22 가라쓰 시장 및 의장 서귀포시 공식 방문(5명)
▪ 2003. 10. 8 태풍 수재의연금 접수(220만원)

▪ 2003. 10. 15~17 가라쓰 시 낚시동호회 서귀포 방문

▪ 2003. 11. 24~26 서귀포 낚시동호회 가라쓰 시 방문

▪ 2004. 8. 6~9 서귀포-가라쓰 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자매도시페스티벌 참가(30명)

▪ 2005. 10. 5~17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 환경 및 관광정책 시찰차 의원 시찰단
방문(12명)

▪ 2005. 10. 16 가라쓰쿠르즈 시민관광단 방문(350명)

▪ 2006. 10. 25~27 해양수산행정 및 체험관광사업장 시찰차 의원시찰단 방문(6명)

▪ 2006. 10. 31~11. 4 군치축제 참관, 여성단체 간 간담회, 전통문화교류회 참가차
서귀포시 여성단체문화교류단 가라쓰시 방문(서귀포시 부시장, 단장 외 54명)

▪ 2006. 12. 16~17 故 이영두 시장 서귀포시장의(市葬儀) 조문단 파견(부시장 외 1명)
▪ 2006. 12. 26~2007. 6. 25 서귀포시 공무원 가라쓰 시 파견근무(1명)

▪ 2007. 2. 23 가라쓰KOSC요트동호회 서귀포 쿠르즈 사전답사팀 방문(계장 등 5명)
▪ 2007. 4. 30~5. 2 가라쓰KOSC요트동호회 크루즈 방문(선장 등 7명)

▪ 2007. 8. 28~30 가라쓰 시 개최 한중일바둑교류대회 참가 및 준우승(서귀포시
바둑협회장 대행 등 7명)

▪ 2007. 10. 29~10. 31 가라쓰 시장 등 5명 제2회 UCLG 제주 총회 및 국제도시 간
친선교류 행사 참가, 시장과의 간담회 및 이영두 前 서귀포시장 묘소 참배

▪ 2007. 11. 30~12. 1 서귀포 시장 외 10명 가라쓰 시 공식 방문 및 선진 축산 벤치
마킹 논의

▪ 2007. 11. 30~2008. 2. 26 가라쓰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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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2. 28~2008. 6. 27 서귀포시 공무원 가라쓰 시 파견근무(1명)

▪ 2008. 2. 8~10 서귀포시에서 파견근무했던 가라쓰 시 공무원 등 우호방문 및 친선
도모(8명)

▪ 2008. 2. 27~28 제26회 제주유채꽃잔치 및 제10회 서귀포유채꽃국제걷기대회 홍보
(관광협의회장 및 이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등 8명)

▪ 2008. 8. 18~19 가라쓰 시 부의장 초청 "일본 흑우 사육 현황 및 사양 관리기법"
공개강좌 실시

▪ 2008. 11. 20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가라쓰 마츠우라문화연맹과의 간담회
개최 및 우호증진교류(16명)

▪ 2009. 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라쓰 시 파견근무(1명)

▪ 2009. 6. 1~11. 30 가라쓰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1명)

▪ 2009. 11. 25~27 자매도시 체결 15주년 기념 시장․의장단 방문 및 우호 협력체계
강화(9명)

▪ 2010. 1. 26~27 서귀포 시장단 가라쓰 우호방문 및 양 관광분야 벤치마킹(시장 등
공무원 5명)

▪ 2010. 1. 3~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라쓰 시 파견근무(1명)

▪ 2010. 11. 10 이·통장 및 사무장 연수차 가라쓰 시 주요산업설명회 및 주요시설
시찰(37명)

▪ 2011. 2. 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라쓰 시 파견근무(1명)

▪ 2011. 9. 30.~10. 2 가라쓰 시 공무원 제17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참가 및 주요시설
시찰(부시장, 교류 담당 직원 등 3명)

▪ 2011. 11. 9~11 가라쓰 시 의장 및 의원단 서귀포 시찰 및 제주올레걷기축제
참관·체험, 성산일출봉 시찰(13명)

▪ 2012. 11. 2~4 가라쓰 시 군치축제 방문 및 우수시설 시찰(부시장 외 15명)
▪ 2012. 11. 7~2013. 3. 31 가라쓰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1명)
▪ 2013. 2. 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라쓰 시 파견근무(1명)

▪ 2013. 6. 3 가라쓰 시청 예방, 우수시설 시찰(성산읍 지역 선진지 지역민, 공무원 등
전체 35명)

▪ 2014. 1. 13~18 제4회 월드트레일즈컨퍼런스 참가 및 올레 시찰(3명)
▪ 2014. 2. 12~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라쓰 시 파견근무(1명)

▪ 2014. 2. 12~14 가라쓰 의회 의원 서귀포시장 예방, 서귀포관광정책 및 올레 브리핑,
올레7코스 시찰(9명)

268 - 제주특별자치도

3부

▪ 2014. 3. 5~7 가라쓰 인접 겐카이 어업 관계자 수산 현황 시찰 및 의견교환(4명)

▪ 2014. 8. 5~6 가라쓰 올레를 통한 서귀포시 사제 동행 가라쓰 방문 교류, 올레 트래킹,
다도 체험 및 우수시설 시찰(80명)

▪ 2014. 11. 5~9 가라쓰 시 관계자의 2014 제주올레워킹페스티벌 참가 및 특산물
판매, 가라쓰 홍보 부스 운영(3명)

▪ 2014. 12. 1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부-가라쓰 시 노인클럽연맹 교류 방문, 시청예방,
간담회, 그라운드 골프 친선교류 등(29명)

▪ 2014. 12. 5~7 서귀포시-가라쓰 시 자매도시 체결 20주년 기념식 참가, 돌하르방 제
막식, 감귤재배농가 및 1차 농업관련 시설 시찰(시장 외 13명)
② 일본 이바라키 현 가시마 시

▪ 2001. 1 가시마 시 월드컵심포지움 참가 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장 참석
▪ 2001. 11. 2 가시마 시장 일행의 서귀포시 비공식 방문

▪ 2001. 12. 12 가시마 시의 서귀포시와 자매결연 체결 희망 및 공식 방문요청 서한 접수
▪ 2002. 1. 21~22 재일도민회 초청행사 참가 시 서귀포 대표단 가시마 시 방문 및
주요 시설 시찰

▪ 2002. 2. 21~22 자매결연 논의 및 교류 추진 협의차 가시마 시장 일행 서귀포 방문

▪ 2002. 8. 29~30 가시마 시 실무자 방문 및 자매결연 체결 시기 등 세부교류 추진 논의
▪ 2003. 6. 6 가시마 시에서 자매도시 체결 의향서 교환 가조인
▪ 2003. 11. 26 자매결연 체결

▪ 2002. 3 어린이 미술교류 및 이후 서귀포 초등학교 전시(2002. 3), 가시마 시 전시
(2002. 6)

▪ 2002. 8. 29~30 가시마 어린이합창단 서귀포 방문 및 교류(30명)

▪ 2002. 9~10 서귀포 시립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사진공모전 수상작전시 교류 개최

▪ 2003. 1. 8~10 서귀포고등학교 축구부 대 가시마고교 선발팀고교생 축구 교류차
서귀포시 방문(26명)

▪ 2003. 8. 4~8 서귀포고등학교 축구부 등 한일 고교 축구 교류차 가시마 시 방문(26명)

▪ 2003. 7. 28~31 여성단체문화교류 서귀포시 여성단체장 및 지도자 등 가시마 시
방문 교류(40명)

▪ 2004. 2. 4~6 가시마 시 관광협회임원 시찰연수 관련 자매도시 간 상호 우호 증진
및 관광협회와 교류방안 협의(가시마시관광협회장 외 임원 12명, 가시마시 부시장
외 1명 및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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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3. 17~19 서귀포중학교팀 대 가시마시립중학교선발팀중학생 축구 교류차
서귀포시 방문(단장 외 11명, 선수 15명)

▪ 2004. 4. 7~10 양 도시 우호증진 및 경제교류 협의차 가시마 시 방문(서귀포시관광
협의회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장 외 임원 15명, 시 직원 2명)

▪ 2004. 8. 27~30 가시마시 축구페스티벌에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 초청 친선경기
및 문화교류

▪ 2004. 9. 15~17 가시마상공회 회장 외 임원 10명 서귀포 상공회와의 교류협력 추진
방안 협의 및 서귀포칠십리축제 참가, 축제 벤치마킹 논의(※ 동기간에 다도연맹(12명)
제4회 국제차문화대회 참가 및 비바리회(12명) 서귀포칠십리축제 참가)

▪ 2004. 10. 14~17 서귀포시상공회 회장 외 임원 10명, 공무원 1명 가시마 시 상공회와의
교류협력 추진방안 협의 및 가시마마츠리 참가차 가시마 시 방문, 가시마마츠리에서 서
귀포시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

▪ 2004. 10. 18~20 가시마 시 중학생-서귀포시 중학생 간 문화교류차 가시마 시 중학생
문화교류단 회장 외 학생 41명, 공무원 1명 방문

▪ 2004. 11. 1~2005. 7. 31 가시마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05. 1. 3~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시마 시 파견근무

▪ 2005. 10. 12~14 가시마 시 중학생 문화교류단 42명 방문 및 서귀포여자중학교와
문화교류

▪ 2005. 10. 22~23 제5회 국제차문화대회 가시마시다도연맹회장 외 15명 참가
▪ 2006. 3. 1~2007. 2. 30 서귀포시 공무원 가시마 시 파견근무

▪ 2006. 4. 1~2007. 3. 31 가시마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 근무

▪ 2006. 2. 27~3. 1 서귀포시 공무원 파견 시 교류실무자 2명 가시마 동행 방문

▪ 2006. 5. 24~27 프로축구 제주FC 단장 외 3명 가시마앤트러스 방문, 자매도시의
프로축구팀 간 인사 및 친선경기 추진 협의

▪ 2006. 6. 20~23 서귀포시 중학생 문화교류단 서귀포시교육장 단장 외 41명 가시마 시
방문

▪ 2006. 9. 29~10. 1 서귀포칠십리축제에 가시마 시 부시장 일행 6명 초청

▪ 2006. 10. 18~20 가시마 시 중학생 가시마시교육위원장 외 41명 문화교류차 방문

▪ 2006. 12. 16~17 故이영두 서귀포 시장 시장의(市葬儀) 조문단 파견(부시장 외 2명)
▪ 2007. 3. 1~2008. 2. 29 서귀포시 공무원 가시마 시 파견근무

▪ 2007. 2. 26~3. 1 양 시 실무자 업무 협의 및 서귀포시 일본어권 담당자, 축제담당자,
파견직원 인솔 방문 실무자 간 업무협의 및 직원 파견근무에 따른 인사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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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3. 26 가시마 시 고교교사단 연수 시찰차 서귀포여고 수업 참관 및 교사들과
간담회(10명)

▪ 2007. 4. 1~2008. 3. 30 가시마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 근무

▪ 2007. 8. 3~7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가시마 방문, 홈스테이 및 전통문화
체험, 유적지 탐방(22명)

▪ 2007. 10. 17~20 가시마 시 중학생 청소년교류단 서귀포 방문, 홈스테이 및 전통
문화 체험(45명)

▪ 2007. 10. 29~11. 1 가시마 시장 일행 제2회 UCLG제주총회 및 국제도시 간
친선교류 행사 참가. 그 외 시장과의 간담회 및 매화묘목 기금 1차 전달식(시장
외 5명)

▪ 2007. 11. 27~28 서귀포시 전지훈련 유치 목적으로 가시마앤트러스 프로축구단에
서귀포 소개(일본 프로축구단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등 5명)

▪ 2008. 4. 7~2009. 2. 29 서귀포시 공무원 가시마 시 파견근무

▪ 2008. 5. 1~10. 31 제주도교육청소속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가시마시 교육위원회
파견근무 알선

▪ 2008. 8. 17~20 중학생 청소년교류 인솔단장 외 32명, 중학생 24명 서귀포 홈스테이
및 전통문화체험

▪ 2008. 9. 27~9. 30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가시마 시 방문, 홈스테이
교류 및 전통문화체험, 유적지 탐방(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단장 외 30명)

▪ 2008. 11. 17 매화묘목 기금 2차 전달(100만엔) 및 가칭 남성공원 내 매화나무 식재

▪ 2009. 1. 30~31 가시마 시와의 자매도시 체결 5주년 기념 방문 및 주요 시설 시찰(
서귀포 시장단 6명)

▪ 2009. 2. 18 ~20 자매도시 체결 5주년 기념차 서귀포 방문, 매화나무 기념식수(
남성리공원) 및 주요시설 시찰(가시마 시장단 28명)

▪ 2009. 3. 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시마 시 파견근무

▪ 2009. 4. 1~2010. 3. 30 가시마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 근무

▪ 2009. 6. 16~17 서귀포시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외 18명 가시마 시 노조와의 간담회
및 인사제도 연수 및 주요시설 시찰

▪ 2009. 11. 9 가시마 시 민생위원단 23명 서귀포시 복지제도 연수 및 시찰
▪ 2010. 1. 3~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시마 시 파견근무

▪ 2010. 4. 7~8 가시마 시 조문단 인사과장 및 과장 보좌 방문, 마을만들기 추진 및
서귀포시 파견사무관 차녀상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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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5. 13~14 근간노조연합 가시마 시 부의장 등 21명 이바라키 현 본부 시찰
컨벤션센터 및 관내 우수시설 시찰

▪ 2010. 6. 18~19 이바라키 현 일한친선협회 등 4개 단체 회원 3차 매화 기금 전달에
따른 방문, 서귀포 시장 예방, 매화식수 기금 전달 및 매화공원 시찰(54명)

▪ 2010. 9. 9~11 가시마 시 도요사토초등학교 교장 동홍초등학교 방문 및 학교 수업
참관, 시설 견학 등

▪ 2010. 9. 25~28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가시마 시 방문, 홈스테이, 학교
방문 및 유적지 탐방(관광진흥과장, 중학생 등 27명)

▪ 2010. 10. 23~26 가시마 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서귀포시 방문, 홈스테이,
대신중학교 방문 및 관내시설 시찰(31명)

▪ 2010. 10. 23~25 가시마 시 시장 등 2명 서귀포 시장과의 간담회, 관내 우수시설
및 교육시설 시찰차 방문

▪ 2011. 2. 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시마 시 파견근무

▪ 2011. 4. 1~2012. 3. 30 가시마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1. 4. 7~9 가시마 시 인사과장 방문, 가시마 파견직원 인솔 및 업무 협의

▪ 2011. 9. 24~27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가시마 시 방문, 홈스테이, 다카
마츠중학교 방문 및 유적지 탐방(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과장, 6개 중학교 학생 등 24명)

▪ 2011. 10. 27~30 2011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가시마 방문단 참가(5명)

▪ 2011. 10. 28~31 가시마 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서귀포시 방문, 홈스테이,
대신중학교 방문, 보성초·위미중 시찰 및 제주자연문화생태체험골문화체험(교육장
및 6개교 학생 등 28명)

▪ 2012. 2. 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시마 시 파견근무

▪ 2012. 4. 1~2013. 3. 30 가시마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2. 4. 19~20 서귀포 시장 일행단 방문, 스포츠교류 활성화 도모 및 제주FC
관중 동원을 위한 벤치마킹 논의

▪ 2012. 7. 14~17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가시마 시 방문, 홈스테이,
가노중학교 방문 및 유적지 탐방(주민자치과장, 11개 중학교 학생 등 25명)

▪ 2012. 11. 30~12. 3 가시마 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서귀포시 방문, 홈스테이,
위미중학교 방문, 공동수업 및 학생교류, 사물놀이 체험 및 우수시설 시찰(교육위원회
위원 및 5개교 학생 등 28명)

▪ 2013. 2. 1~2013. 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시마 시 파견근무
▪ 2013. 4. 1~2014. 3. 30 가시마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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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 9~11 자매도시 결연 10주년 기념 가시마 시 교류협력부서 시민협동부 직원 일행
서귀포 방문. 자매도시 체결 10주년 기념사업 협의 및 제주올레 7코스 걷기 등(19명)

▪ 2013. 5. 17~19 자매도시 10주년 기념 가시마 시 의원단 방문 및 가시마 초등부
축구팀 초청 친선교류, 축구경기 진행, 관내우수 시설 시찰, 간담회(29명)

▪ 2013. 6. 15~18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가시마 시 방문, 홈스테이,
히라이중학교 방문 및 유적지 탐방(성산중학교장, 12개 중학교 학생 등 23명)

▪ 2013. 10. 2~4 서귀포시-가시마 시 자매도시 체결 10주년 기념 가시마 시 시장 외
공식우호방문단 서귀포시 방문(40명). 자매도시 체결 10주년기념 문화공연 교류(탐라
문화제공연), 건설협회 민간교류 및 향후 MOU체결 협의, 올레7코스 체험, 유토피아로
및 매일올레시장 시찰

▪ 2013. 10. 25~28 가시마 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서귀포시 방문, 홈스테이,
성산중학교 방문, 공동수업 및 학생교류, 사물놀이 체험 및 우수시설 시찰(교육위원회
위원, 4개교 학생 등 27명)

▪ 2014. 2. 1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가시마 시 파견근무

▪ 2014. 3. 9~11 서귀포시-가시마 시 건설회사 간 MOU 체결 관련 사전교류 및 대표
축제 "사이토우사이" 시찰(부시장, 서귀포건설회장 등 12명)

▪ 2014. 3. 17~19 가시마 시 올레 관계자 12명 서귀포 시찰. 오픈 예정인 산책코스
“가시마 신의 길” 관련 제주올레 체험 및 연수, 제주올레와 가시마 신의 길 교류 도모

▪ 2014. 6. 14~17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서귀포중학교장, 10개 중학교
학생 등 22명) 가시마 시 방문

▪ 2014. 9. 1~3 가시마 시 미후네사이 축제 방문 및 벤치마킹 논의(안전자치행정국장
등 4명)

▪ 2014. 10. 24~27 가시마 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서귀포 방문, 홈스테이,
서귀포중학교 방문 공동수업 및 학생교류, 우수시설 시찰(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리, 5개교 학생 등 27명)

▪ 2014. 11. 6~10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세이신학원고등학교 학생 등 4명 참가,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 미래의 주인" 패널 참가 및 제주 문화체험 및 탐방 실시
③ 일본 와카야마 현 기노카와 시

▪ 1985. 8 나가 군 로터리클럽회장이 자매결연 교류 주선
▪ 1986. 1 부군수 명의로 교류희망 서신 발송

▪ 1986. 3 기노카와 시 담당자 남제주군 방문 및 추진방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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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5 내무부 자매결연 승인
▪ 1987. 2 자매결연 조인

▪ 1987. 9. 4 도산정의회의원 산업시찰차 남제주군 방문(의장 외 13명)

▪ 1988. 10. 23~28 농업기술교류촉진 의견 교환차 나가 군 방문(부군수 외 3명)
▪ 1988. 11. 25~30 모노레일시설도입협회 나가 군 방문(군수 외 9명)

▪ 1991. 5. 10 나가현사무소 관계자 산업시찰차 남제주군 방문(차장 외 7명)
▪ 1994. 2. 25~27 나가 군 정촌회장단 남제주군 방문(정촌회장 외 7명)
▪ 1994. 9. 5~10 세계리조트박람회 참가(부군수 외 4명 나가군 방문)

▪ 1997. 2. 26~28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남제주군 방문(정촌회장 외 9명)

▪ 1997. 5. 9~12 농업인과의 기술교류 협의차 남제주군 방문(기시가와정장 외 9명)
▪ 1997. 9. 30~10. 1 제3회 군민의 날 축하차 남제주군 방문(정촌회장 외 1명)
▪ 1999. 10. 7~8 1차 산업시설 비교시찰을 위한 남제주군 방문(읍장 외 1명)

▪ 2000. 4 25~27 농업 관련 의견 교환 및 일본 한라봉 공급 관련 남제주군 방문(기시가와
정장 외 13명)

▪ 2001. 4. 24~4. 26 나가 군 6개 정장, 의장 등 20명 방문

▪ 2001. 6. 26~30 자매결연도시 나가 군 방문(남제주군수 외 16명)
▪ 2002. 4. 9~11 나가 군 정촌의회 의장 일행 서귀포 방문(10명)
▪ 2002. 8. 20~21 나가 군 정촌회장 일행 서귀포 방문(8명)

▪ 2003. 6. 9~11 모모야마 정 의회 연수단 서귀포 방문(14명)
▪ 2003. 9. 2~7 자매결연도시 나가 군 방문(부군수 외 12명)
▪ 2005. 2. 28~3. 2 일본 나가군 정촌회 일행 방문(7명)

▪ 2005. 11. 7 기노카와 시 출범(나가 군을 포함한 5개정 통합)
▪ 2006. 5. 30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교류 지속여부 의견 조회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출범

▪ 2006 7. 18 기노카와 시장단(6명) 서귀포시 방문 및 자매체결서 조인 의향 표명

▪ 2006. 1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1호 부칙2항에 근거, 기존의 자매도시는 승계한
것으로 인정함을 통보

▪ 2007. 2. 8~10 기노카와 시장단 일행 방문(8명), 서귀포시청에서 자매체결 승계
조인식 체결

▪ 2007. 3. 14 기노카와 시 감귤 관계자 등 방문, 감귤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소개
및 서귀포시 예방(4명)

▪ 2007. 5. 14 1차산업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차 기노카와 시 방문(서귀포시 이통장 등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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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29~11. 1 기노카와 시장 일행 제2회 UCLG 제주 총회 참가, 국제도시 간
친선교류 행사 참가, 시장과의 간담회(3명)

▪ 2007. 11. 28~29 서귀포 시장단 기노카와 공식 방문. 감귤 및 기타작물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사전협의, 양 시 농업현황 간담회(10명)

▪ 2008. 2. 1 양 시 직원 상호파견에 관한 합의서 체결

▪ 2008. 4. 1~2009. 3. 31 기노카와 시 직원 서귀포시 파견연수

▪ 2008. 5. 21~23 기노카와 시장 및 의원단 서귀포시 방문, 도의회 예방 및 교육시설,
세계자연유산 등 시찰(19명)

▪ 2008. 6. 18 1차산업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차 기노카와 시 방문(서귀포시 이통장 등 41명)
▪ 2008. 9. 1~2009. 8. 12 서귀포시 공무원 기노카와 시 파견근무
▪ 2009. 4. 1~2010. 3. 31 기노카와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연수

▪ 2009. 9. 1~2010. 8. 30 서귀포시 공무원 기노카와 시 파견근무

▪ 2009. 12. 11~13 기노카와 시 중학생 교류단 서귀포시 방문. 관내 중학생들과의
문화한마당 체험, 간담회 및 관내 우수시설 견학(16명)

▪ 2010. 4. 1~2011. 3. 31 기노카와 시 직원 서귀포시 파견연수

▪ 2010. 5. 22~24 기노카와 시 시장 일행 서귀포시 방문, 시장과의 간담회 및 우수시설 견학(6명)
▪ 2010. 11. 13~16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기노카와 시 방문 홈스테이 및
우치타중학교 방문, 수업 참관 및 관내시설 시찰(행정지원국장, 3개 중학교 학생 등 17명)

▪ 2011. 2. 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기노카와 시 파견근무

▪ 2011. 4. 1~2012. 3. 31 기노카와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1. 4. 20 기노카와 시 가수 제주도 홍보활동 관련 방문(3명)

▪ 2011. 8. 8~10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기노카와 시 방문 홈스테이 및 기시카와
중학교 방문, 수업참관 및 음식문화 체험 등 관내시설 시찰(여성가족지원과장, 6개
중학교 학생 등 17명)

▪ 2011. 10. 21~23 한국다도협회 제주지구 기노카와 시와의 다도교류 및 세이슈마츠리에서
전통 다도 시연(13명)

▪ 2011. 11. 18~20 기노카와 시 중학생 교류단 서귀포시 방문, 관내 중학생들과의
문화한마당 체험(2011 청소년문화존) 및 김치 만들기, 관내 우수시설 시찰, 대신
중학교 방문(23명)

▪ 2012. 2. 8~10 기노카와 시 시장단 자매도시 승계 5주년 기념차 서귀포시 방문,
서귀포 시 및 도 의회 예방,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올레 걷기 및 세계자연문화
유산지구 탐방(기노카와 시장, 의원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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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4. 20~22 서귀포 시장단 자매도시 승계 5주년 기념 답방, 기념식수 및 감귤
선진농업 시찰(시장 등 9명)

▪ 2012. 6. 15~18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기노카와 시 방문 홈스테이 및
방재센타 시찰, 교육, 우치타중학교 방문, 수업 참관 및 관내시설 시찰(총무과장 등 13명)

▪ 2012. 7. 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기노카와 시 파견근무

▪ 2012. 8. 22~24 기노카와 시 중학생 교류단 서귀포시 방문, 관내 중학생들과의
문화한마당 체험(사물놀이, 난타 체험), 위미중학교 방문 및 관내 우수시설 시찰(15명)

▪ 2013. 2. 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기노카와 시 파견근무
▪ 2013. 4. 1~12. 31 기노카와 시 직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3. 8. 10~12 서귀포시 부시장 일행 기노카와 시 신청사 준공식 참석, 세계감귤
엑스포 참석 협조 및 업무 협의(21명)

▪ 2013. 8. 24~26 기노카와 시 중학생 교류단 서귀포시 방문 홈스테이 및 문화 체
험, 성산중학교 방문 교류, 관내 우수시설 시찰(19명)

▪ 2013. 9. 6~9 서귀포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기노카와 시 방문 홈스테이 및 문
화체험, 고카와중학교 방문 및 수업 참관, 관내시설 시찰(17명)

▪ 2013. 11. 20~25 2013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에 기노카와 시 초청, 기노카와 시
측에서 국제 감귤전시관 운영, 감귤 및 감귤가공품 전시, 기노카와 시 홍보

▪ 2014. 2. 1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기노카와 시 파견근무

▪ 2014. 2. 20~22 기노카와 시 구청장 일행 서귀포시 감귤시설 시찰, 이장협의회와의
간담회(5명)

▪ 2014. 10. 8~10 제20회 서귀포칠십리축제에 기노카와 시장단 방문, 시장 예방,
지역신문과의 인터뷰 및 관내 시찰(4명)

▪ 2014. 10. 15 서귀포시 이통장 협의회 회장단 기노카와 시 멧케몽광장 및 감 선과장
시찰, 구장단과의 간담회(33명)

▪ 2014. 11. 12~21 2014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에 기노카와 시 초청, 감귤 및 감귤
가공품 전시, 기노카와 시 홍보
④ 중국 랴오닝 성 싱청 시

▪ 1996. 4. 23~30 자매도시 후보 선정차 싱청 시 방문 시찰(남제주 부군수 외 7명)
▪ 1996. 10. 15~18 자매결연합의서 채택차 남제주군 방문(싱청 시 부시장 외 3명)

▪ 1996. 11. 11~20 자매결연 체결 및 산업시설 비교시찰차 싱청 시 방문(남제주
군수 외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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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9. 30~10. 2 제3회 군민의 날 기념 축하차 싱청시 부시장단 남제주군 방문
(싱청 시 부시장 외 5명)

▪ 1998. 11 싱청 시장 취임 축하메시지 송부

▪ 2000. 6. 8~15 농업, 관광분야 의견 교환 및 민간인 교류방안 협의차 싱청 시
방문(남제주 군수 외 17명)

▪ 2001. 6. 21~23 양국 간 농업, 관광 분야 관련 협의(싱청 시장 외 8명)

▪ 2002. 6. 7~10 싱청 시 상무부시장 일행 남제주군 방문, 방문단 환영 간담회
개최, 2002 월드컵 관람 및 산업현장 시찰(5명)

▪ 2003. 10. 28~11. 2 남제주 군수단 싱청 시 방문,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교류 확대방안 협의, 주요 산업 및 농업현장 시찰,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 추진에
따른 푸동개발지구 시찰, 싱청 시장 취임 축하(군수 외 29명)

▪ 2004. 9. 30~10. 3 싱청 시 방문단 제10회 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 남제주군 일원
시찰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8명)

▪ 2005 인적교류 없음. 연하장 송부

▪ 2006. 9. 29~10. 1 싱청 시 시장단 서귀포칠십리축제 방문(싱청 시장 외 6명)
▪ 2009. 7. 9~10 서귀포시 관광협의회장 일행 싱청 시 방문(10명)
▪ 2011. 3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 협조 요청 서한문 발송

▪ 2012. 7. 4 ~7. 9 한중 20주년 우호도시 교류 방문(시장 외 9명)
⑤ 중국 저장 성 항저우 시

▪ 2000. 5. 1~3 항저우 시 대표단 서귀포시 방문 및 우호협력도시 조인식(항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주석 등 63명)

▪ 2000. 11. 24~25 우호협력도시 시찰차 항저우 시 방문(서귀포 부시장 외 10명)
▪ 2008. 3. 4 항저우일보사 서귀포시 홍보글 게재

▪ 2008. 11. 3 항저우 시 부시장과의 우호협력 협의(부시장 외 6명 방문)

▪ 2009. 1. 26~28 항저우 시 외사판공실 주임 일행 우호교류차 서귀포 방문(6명)
▪ 2009. 10. 23~25 제2회 항저우 국제교류도시 시장포럼 행사에 서귀포시 참가
▪ 2009. 11. 24~26 항저우 시 노조 공무원 일행 서귀포시 방문(21명)

▪ 2010. 10. 8~11 제1회 한·중·일 다도대회에 서귀포시 탐라문화원 참가

▪ 2011. 9. 17~19 항저우 시와 우호협력강화 협정서 체결 및 국제행사 참가차 항저우 방문
▪ 2011. 10. 1~3 항저우 시 교류관계자 칠십리축제 초청 방문

▪ 2011. 10. 17~19 서귀포올레상가협회 관계자 항저우시 방문 및 시장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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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1. 14~16 서귀포시 올레시장 행사에 항저우 시 시장협회 관계자 초청 방문
▪ 2011. 12. 29~2012. 1. 3 항저우일보 기자 서귀포시 팸투어 실시

▪ 2012. 5. 7~9 항저우 시 시위원회 부서기 일행교류협력 협의차 방문(8명)

▪ 2012. 10. 7~10 서귀포시 탐라문화원 제2회 항저우 다도대회 행사 참가(20명)

▪ 2012. 10. 10~14 제4회 항저우 국제교류도시 시장포럼에 서귀포 시장단 참가 및
발표(서귀포 시장 외 8명)

▪ 2013. 5. 8~9 항저우 시 외사판공실 주임 일행 서귀포 방문 및 교류협의(6명)

▪ 2013. 5. 8~12 항저우 시 여행사협회 및 관계자 서귀포시 방문 및 서귀포시 관광
협의회와 간담회(6명)

▪ 2013. 10. 20~22 소암기념관 관계자 일행 항저우 시 박물관과 교류 협의차 항저우
방문(6명)

▪ 2014. 6. 5~9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 항저우 시 채하중학교와의 홈스테이 교류
추진(10명)

▪ 2014. 8. 3~12 항저우 시 국제우호도시 청소년캠프에 서귀포 청소년단 참가(12명)

2) 우호도시 교류 현황
(1) 제주시 우호 도 시 교류 현황
① 중국 장쑤 성 양저우 시

▪ 2000. 5 제주시-양저우 시 간 우호협력관계 협의 및 제주시 내 중국 전통음식점
합작투자 의사 전달

▪ 2000. 11 제주시-양저우 시 간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서 체결
▪ 2001. 1 양저우 시 교류협력 논의차 제주시, 의회, 제주대 방문

▪ 2001. 3 양저우 시 제주경제관광간담회 참석 등 교류협력방안 마련 노력

▪ 2001. 5 한국 주요도시 방문 관광지 촬영 및 양저우 시 홍보차 양저우 시에서 제주 방문
▪ 2002. 11 관광, 농업, 음식 관련 민간교류협력사업 협의차 제주시에서 양저우 시 방문

▪ 2003. 3 양시 및 의회 간 우호협력방안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차 양저우
시에서 제주 방문

▪ 2004. 4 제주 관광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마케팅차 제주시에서 양저우 방문
▪ 2004. 8 양 시 탁구협회 간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사업 협의
▪ 2004. 8 양 시 사립고등학교 간 우호증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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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4 양저우 시 연하삼월국제관광제에 제주시 참석

▪ 2006. 4 양시 및 의회 간 우호협력방안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차 양저우
시에서 제주 방문

▪ 2006. 10 양시 및 의회 간 우호협력방안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차 양저우
시에서 제주 방문

▪ 2007. 4 양시 및 의회 간 우호협력방안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차 양저우
시에서 제주 방문

▪ 2007. 10 UCLG 세계대회 참석차 양저우에서 제주 방문

▪ 2007. 10 양저우 내 최치원기념관 개관 및 한국문화제 개막식에 제주시 참여

▪ 2007. 11 신에너지 개발 활용사례 시찰 등 교류협력 협의차 양저우에서 제주 방문
▪ 2008.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차 양저우 사절단 제주 방문
▪ 2008. 4 ‘연화 3월’ 국제경제무역여행축제에 제주시 참가

▪ 2009. 4 유채꽃잔치 및 왕벚꽃축제 축하차 양저우 사절단 및 무용공연단 제주 방문
▪ 2009. 9 양저우 인민대표회의 부의장 일행 제주 방문

▪ 2009. 9 양저우 세계운하도시박람회에 제주시 축하사절단 참가
▪ 2009. 10 양저우 시 부시장 일행 제주 방문

▪ 2010. 1 제주시 공무원 양저우 시 파견근무

▪ 2010. 4 제주 왕벚꽃축제 축하차 양저우 사절단 및 무용공연단 방문
▪ 2010. 9 양저우 세계운하도시박람회에 제주시 축하사절단 참가
▪ 2011. 1 제주시 공무원 양저우 시 파견근무
▪ 2011. 5 양저우 시 우호대표단 제주 방문

▪ 2011. 5 양저우 국제경제무역관광박람회에 제주시 축하사절단 참가
▪ 2011. 10 양저우 시 스마트그리드 참가 대표단 제주 방문

▪ 2012. 4 제주 왕벚꽃축제 축하차 양저우 사절단 및 무용공연단 방문
▪ 2013. 1 제주시 공무원 양저우 시 파견근무
▪ 2013. 2 양저우 시 공무원 제주시 파견연수

▪ 2013. 9 양저우 세계운하도시박람회에 제주시 축하사절단 참가

▪ 2014. 3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차 양저우 축하공연단(류사예술단) 제주 방문
▪ 2014. 6 양저우 시 부시장 일행 제주 방문(양저우 부시장 등 6명)
② 중국 장쑤 성 쿤산 시

▪ 2002. 11 제주시-쿤산 시 간 국제우호협력도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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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8 우호증진 및 IT산업, 관광분야, 민간교류, 교류협력사업 협의차 쿤산 시에서
제주시 방문

▪ 2004. 10 양 도시 간 우호협력증진과 교류사업 확대방안 협의차 쿤산 시에서 제주시
방문

▪ 2005. 4 양 도시 간 우호협력증진과 교류사업 확대방안 협의차 제주시에서 쿤산 시
방문

▪ 2005. 5 쿤산 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우호협력 증진방안 협의차 쿤산 시에서 제
주시 방문

▪ 2008.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축하차 쿤산 시 사절단 제주 방문

▪ 2009. 9 양 도시 간 우호협력증진과 교류사업 확대방안 협의차 제주시에서 쿤산 시
방문

▪ 2009. 12 쿤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일행 제주 방문

▪ 2011. 4 제7대자연경관 홍보 및 교류사업 확대방안 협의차 제주시에서 쿤산 시 방문

▪ 2013. 9 양 도시 간 우호협력증진과 교류사업 확대방안 협의차 제주시에서 쿤산 시
방문

▪ 2014. 7 쿤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일행 제주시 방문

▪ 2014. 10 제주돌하르방 기증 제막식 관련 제주시에서 쿤산 시 방문
③ 일본 벳부 시

▪ 2007. 4 제주시 공무원 벳부 시 파견연수
▪ 2007. 5 벳부 시 교류대표단 제주시 방문

▪ 2008. 1 벳부에서 국제우호협력 재조인식

▪ 2009. 2 벳부 시 시장단 정월대보름들불축제 방문(12명)
▪ 2009. 7 벳부 시 여름축제에 제주시 부시장 일행 참가

▪ 2010. 11 생활체육 국제야구대회 홍보 및 친선게임(제주도야구협회장 등 20명)
▪ 2011. 7 벳부 시 여름축제에 제주시 부시장 일행 참가

▪ 2011. 11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아시아연식야구대회 참가

▪ 2012. 2 2012년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벳부 시 축하사절단 방문

▪ 2012. 3 벳부 시 온천축제에 제주시 부시장 일행 참가(부시장 등 5명)

▪ 2012. 7 벳부 시 여름축제에 제주시 시장 일행 참가(제주시장 등 8명)
▪ 2012. 9 제주 관광 벤치마킹차 방문(벳부 시 의장 등 4명)

▪ 2013. 1 우호협력도시 재협약차 벳부시 시장단 방문(벳부 시장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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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2 벳부 시 하나비축제에 제주시 참가(교류협의회장 등 8명)
④ 일본 아라카와 구

▪ 2006. 2. 17 제주시-아라카와 구 간 국제우호협력도시 조인식 체결
▪ 2009. 1 제주시에서 아라카와 구에 돌하르방 기증

▪ 2009.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아라카와 구 축하사절단 방문(15명)
▪ 2009. 8 제주시 노인회 아라카와 구 방문(제주시 노인회장 외 2명)
▪ 2009. 7 아라카와 구 고령자클럽 연합회 제주시 방문 및 조인식

▪ 2010. 1 제주시 시장단 아라카와 구 우호 방문(제주시장 외 10명)
▪ 2010. 2 아라카와 구 공무원 제주시 파견연수

▪ 2010. 3 아라카와 구 의회 의원 제주 왕벚꽃축제 참가(10명)

▪ 2010. 7 제주시 축제 벤치마킹차 아라카와 구 직원 방문(4명)

▪ 2010. 10 아라카와 구 직원 들불축제 참가 관련 실무협의(3명)

▪ 2011.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 투어단 모집에 따른 자연유산 탐방
▪ 2012.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아라카와 구 축하사절단 방문
▪ 2012. 2 제주시 공무원 아라카와 구 파견근무

▪ 2012. 7 아라카와 구 고령자클럽 제주시노인회 방문
▪ 2012. 9 아라카와 구 우호대표단 방문

▪ 2013. 3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아라카와 구 축하사절단 방문(2명)
▪ 2013. 7 아라카와 구 고령자클럽 제주시노인회 방문
▪ 2013. 11 제주노인회 일본 아라카와 구 방문

▪ 2013. 10 아라카와 구 타운합창단 제주 탐라합창제 참가(14명)
▪ 2014. 7 도쿄 도의회 아라카와 구 출신의원 제주 방문(9명)

▪ 2014. 11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아라카와 구 청소년단 참가(4명)
▪ 2014. 11 제주노인회 아라카와 구 방문(26명)

▪ 2015. 11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아라카와 구 청소년단 참가(6명)
⑤ 중국 지린 성 훈춘 시

▪ 2007. 10. 17 제주시-훈춘 시 간 국제우호협력도시 체결 및 제주시 홍보간판 제막식
참석

▪ 2008. 1 훈춘 시 제6중학교 전지훈련단 제주 방문
▪ 2008. 1 제주시 공무원 훈춘 시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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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왕벚꽃축제 시 전시물품 및 홍보관 운영 관련 협의
▪ 2008.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훈춘 시 축하사절단 방문

▪ 2008. 4 왕벚꽃축제 시 훈춘 시 상품전시회 개최 및 훈춘 시 홍보간판 제막식 참석
▪ 2008. 7 훈춘 시 교류대표단 우호협력 증진 협의차 제주시 방문

▪ 2008. 9 훈춘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제주시 참가, 상품 전시 및 투자현황 시찰
▪ 2008. 11 훈춘 시 교류대표단 우호협력 증진 협의차 제주시 방문

▪ 2008. 11 양 도시 간 농산물 교역 협의차 훈춘 무역업자 제주 방문
▪ 2009.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훈춘 시 축하사절단 방문
▪ 2009. 2 제주시 공무원 훈춘 시 파견교육

▪ 2009. 4 유채꽃잔치․왕벚꽃축제에 훈춘 시에서 축하사절단 방문
▪ 2010.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훈춘 시 축하사절단 방문
▪ 2010. 2 제주시 공무원 훈춘 시 파견교육

▪ 2011. 5 제주시 교류단 훈춘 시 방문(제주시장 외 5명)

▪ 2011. 4 왕벚꽃축제 시 훈춘 시 사절단 방문 및 상품전시회 개최

▪ 2012. 8 훈춘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사절단 훈춘 시 방문(부시장 외 5명)
▪ 2013. 5 훈춘 시 우호교류협력 관련 논의차 방문(국장 외 7명)

▪ 2014. 4 왕벚꽃축제 시 훈춘 시 경제사절단 제주시 방문, 상품전시회 및 의료분야
벤치마킹
⑥ 독일 로렐라이 시

▪ 2009. 11. 28 제주시-로렐라이 시 간 우호도시 협력 조인식 및 돌하르방 제막 관련 방문
▪ 2010. 2. 25 로렐라이 시에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참가 및 상징물 설치 답사차 제주시
내방

▪ 2010. 7. 27 로렐라이 시 상징물(로렐라이상) 받침대 제작 사전협의차 내방

▪ 2010. 8. 14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및 상징물(로렐라이 요정상) 제막 관련 로렐라이
시에서 제주시 내방

▪ 2011. 8. 11 로렐라이 시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참가차 제주시 방문(27명)

▪ 2011. 9. 17 로렐라이 불꽃축제 및 감귤 수입업체 관련 로렐라이 시 방문(제주시
부시장 등 7명)

▪ 2012. 8. 9 로렐라이 시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및 우호협력 논의차 제주시 방문(92명)
▪ 2013. 3. 9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로렐라이 시장단 방문(5명)

▪ 2013. 5. 29 국제우호도시 방문 및 교류연주회 참가(도립제주합창단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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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8. 9 로렐라이 시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및 우호협력 논의차 제주시 방문(64명)
▪ 2014. 8. 8 로렐라이 시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및 우호협력 논의차 제주시 방문(62명)
▪ 2014. 9. 19 로렐라이 불꽃축제에 제주시 참가(5명)

▪ 2015. 8 로렐라이 시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및 우호협력 논의차 제주시 방문(50명)
⑦ 중국 저장 성 이우 시

▪ 2009 이우 시 상품시장 및 교류 관련 제주상공회의소의 사전조사 진행
▪ 2010 이우 시에서 제주상공회의소 방문

▪ 2011. 5 이우 시에서 제주도, 제주시, 상공회의소 방문

▪ 2012. 3. 20 이우 시에서 제주시에 국제자매결연 및 경제․무역․관광 등 우호교류협의서
(MOU) 체결 요청

▪ 2012. 4. 20 제주시에서 이우 시 방문 및 교류제안 검토, 관련 논의
▪ 2012. 5. 12 제주시-이우 시 간 교류협력의향서 체결

▪ 2012. 10. 31 제주시에서 이우 시 산림제품박람회 참가 및 우호협력방안 논의
▪ 2012. 11. 12 이우 시에서 민원행정 벤치마킹차 제주시 방문

▪ 2012. 12. 20 이우 시에서 선진 보건행정 견학차 제주시 방문

▪ 2014. 9. 3 이우 시에서 제주 중소기업 관계자 방문, 중국 수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경제교류방안 협의

▪ 2014. 10. 20 이우 시 제주 상품 홍보전시관 개관 및 국제소상품박람회 참가

▪ 2015. 4. 27 이우 시 부시장 일행 상호교류협약 및 전시회 협력 논의차 제주시 방문
▪ 2015. 9. 7 국제우호교류도시합의서 체결

(2) 서귀포 시 우호 도 시 교류 현황
① 중국 하이난 성 싼야 시

▪ 1994. 1. 15~16 중국 하이난 성 부성장 일행 제주도 방문. 양 시 간 자매결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 및 서귀포 시장의 싼야 시와의 교류 희망 의사 표명

▪ 1994. 2. 2 서귀포시 의견에 대해 싼야 시 의견 수렴 및 상호 교류 희망 내용 회신
▪ 1994. 2. 20 싼야 시장 서귀포 시장에 우호 친선 서신 발송

▪ 1994. 3. 4 싼야 시에 서귀포시 안내책자 송부 및 싼야 시 안내책자 요청
▪ 1994. 3. 17 서귀포시 안내자료 접수에 따른 싼야 시 측의 답신
▪ 1994. 4. 1 싼야 시장 우호친선 서신에 대한 서귀포시장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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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4. 20 싼야 시 안내자료 서귀포시에 송부

▪ 1994. 6. 16 싼야 시장 서귀포시 방문 희망 서신 접수 및 싼야 시 대외인민우호협회에
초청장 발송

▪ 1995. 4. 10~13 하이난 성 자매결연 실무단대표 단장 제주도 방문

▪ 1995. 5. 11 싼야 시장 일행 서귀포시 방문에 따른 초청장 송부 요청
▪ 1995. 8. 24 싼야 시에서 양 도시 간 교류 희망 서신 발송

▪ 1995. 12. 30~1996. 1. 5 자매결연 협의차 싼야 시 방문 및 중국 레저관광 개막식
참관(서귀포시장 외 10명)

▪ 1996. 6. 29~7. 6 정협 주석 일행 서귀포시 방문(6명)
▪ 1996. 8. 26 서귀포시 자매결연 정부 승인
▪ 1997. 5. 20 우호도시로 변경 의견 통보

▪ 1998. 4. 20 중국 하이난 성 싼야 시 자매결연 전국 외사관리부 승인 통보
▪ 1998. 7. 3 자매결연 사업 협상 요청

▪ 1998. 10. 27 자매결연 조인식 관련 조속한 진행 요청

▪ 1999. 7. 11~14 싼야 시 부시장 일행 방문 및 우호협력교류 의향서 가조인

▪ 1999. 11. 17~21 서귀포 시장 일행 싼야 시 방문 및 우호도시 체결 및 싼야 시 주요
관광 시설·축제 벤치마킹(14명)

▪ 2000. 3. 24~26 도 방문계획에 의거하여 하이난 성 부시장 일행 서귀포시 방문(4명)

▪ 2000. 5. 7~13 도 공무원 교육생 싼야 시 방문(25명). 서귀포 시장 서한문 및 월드컵
홍보물 외 싼야 시장에 전달

▪ 2000. 7. 4~6 도 방문계획에 의거하여 싼야 시 인민검찰원검찰장 일행 방문 및 하이난 성
가로등 관계자료 요청(9명)

▪ 2000. 12. 11~13 싼야 시장 일행 7명 서귀포 시청 방문, 관내 관광, 월드컵경기장
방문 및 아케이드 준공식 참석(8명)

▪ 2001. 8. 22 싼야 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공무원 서귀포시 방문. 하이난 성 거주
관광객 10명(초등학생 5, 학부모 5) 서귀포시 방문 및 관내 시찰

▪ 2001. 11. 25~29 싼야 시 초청에 의거하여 서귀포시 부시장 일행 싼야 시 방문
(10명), 제6회 천애해각국제혼례절 참가, 교류증진 및 협력방안 협의

▪ 2003. 9. 7~9 싼야 시 인민대표회 상임위원회 부주임 일행 서귀포시 방문(3명),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방안 및 교류사업 협의

▪ 2003. 12. 25~29 서귀포 시장 외 18명 싼야 시 방문,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협의, 천애해각혼례절축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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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5. 20~21 싼야 시 인민대외우호협회 명예회장과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협의(9명)

▪ 2004. 8 중국 고구려사 왜곡 관련 유감 표명 서한문 발송

▪ 2005. 6. 14~19 싼야 시 여성단체 임원 및 여성단체 지도자 36명, 공무원 5명 등
전체 41명 여성문화 국제교류

▪ 2005. 11. 29~12. 1 싼야 시 인민대회우호협회 부회장 일행 신농촌 현황 청취 및
우호협력 도모(3명)

▪ 2007. 10. 26~28 싼야 시 부시장 외 9명과 우호협력방안 협의
▪ 2007. 10. 28~29 제2회 UCLG 제주 세계 총회 참석

▪ 2007. 12. 26~31 싼야 시 제2회 국제난박람회에 서귀포 부시장 일행 참석(8명)
▪ 2008. 2. 10 싼야 시 홈페이지에 서귀포시 홍보글 게재

▪ 2008. 4. 16~19 서귀포시 부시장 하이난 성 경제특구 20주년 경축행사 참가 및
싼야 시 방문

▪ 2008. 10. 31~11. 2 제1회 싼야 시 국제우호도시대회 참가(부시장 외 7명)
▪ 2009. 9 28~30 싼야 시 난 박람회에 부시장 일행 참석(부시장 외 10명)

▪ 2010. 3. 19~23 싼야 시 국제관광포럼에 서귀포시 공무원 참석(관광진흥과장
외 2명)

▪ 2010. 10. 21~23 싼야 시 정치협상 부주석 일행 서귀포 칠십리축제 참석
▪ 2011. 12. 29~2012. 1. 2 싼야 시 TV 기자 서귀포시 팸투어 실시

▪ 2012. 5 여성단체 협의회 싼야 시 방문 및 양 도시 여성단체 간 교류
▪ 2012. 7. 17 싼야 시 관광 및 투자 설명회 서귀포시 개최

▪ 2013. 1. 16~20 서귀포시 상공회 싼야 시 상공회와의 교류추진(서귀포시 상공회
회장 외 20명)

▪ 2013. 8. 22~26 싼야 시 상공회장 및 태권도협회 관계자 서귀포 방문 및 홈스테이,
태권도 대회 참가(8명)

▪ 2013. 9. 6~7 싼야 시 관광국 부국장 외 2명 서귀포시 교류방문

▪ 2014. 2. 20~24 서귀포시 태권도 선수단 20명 싼야 시 방문 및 태권도 교류, 홈스테이
▪ 2014. 2. 23~27 서귀포시-싼야 시 상공회원 간 경제교류 및 세미나 및 주요시설
견학(20명)

▪ 2014. 6. 16~25 싼야 시 상공회 연락사무소 개설 협의차 서귀포시 방문(2명)

▪ 2014. 6. 18~20 싼야 시 골프 관계자 서귀포시 골프장 현황 조사차 방문(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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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허베이 성 친황다오 시

▪ 1999. 6. 7 서귀포시와 중국 허베이 성 친황다오 시와의 자매결연 제안서 접수
(※ 접수자: 사단법인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제주도지부 한승철)

▪ 1999. 6. 17 친황다오 시와의 자매결연 제안사항 자체 검토

▪ 1999. 7. 7 제11회 친황다오 국제경제․무역전람회(8.18~20) 초청

▪ 1999. 7. 15 서귀포시 행사관계로 친황다오 방문이 어렵게 됨. 양 시 간 교류 희망 서신 발송
▪ 1999. 11. 10 친황다오 측의 상호교류 및 우호도시 관련 서귀포시 방문 의향 서신 접수
▪ 1999. 11. 16 친황다오 시에 상호교류 및 우호도시 관련 초청장 발송

▪ 1999. 12. 19~20 친황다오 외사판공실 우호성시과장 외 4명 서귀포시 방문 및 양
시간 우호교류, 빠른 시일 내 교류협의서 서명 희망

▪ 2000. 9. 14 친황다오 부시장 외 5인 서귀포시 초청 요청 및 양 시 간 우호교류도시
가조인식 체결 희망

▪ 2000. 9. 16 친황다오 부시장 외 5인 서귀포시 초청

▪ 2000. 10. 19 서귀포시-친황다오 시 간 우호협력도시 의향서 체결

▪ 2000. 11. 26~27 서귀포시에서 친황다오 시 방문(서귀포시 부시장 외 10명)
▪ 2001. 12. 3~4 친황다오 부시장 일행 14명 서귀포시 방문

▪ 2001. 12. 17~18 친황다오 외사판공실 우호도시과장 외 2명 서귀포시 방문, 교류
사업 논의 및 월드컵 경기장 등 주요시설 시찰

▪ 2001. 12. 18 친황다오 북대하구청장 외 4명 서귀포시 방문 및 도시계획관련 교류
▪ 2005. 9. 16~17 친황다오 시 인민정부 경제고문 외 4명 방문, 교류협력 발전방안
협의, 컨벤션센터, 월드컵경기장 등 주요시설 시찰

▪ 2006. 3. 18~19 친황다오 시 경제대표단 상무국장 외 3인 서귀포 방문 및 관광분야
벤치마킹차 컨벤션센터 외 주요시설 시찰

▪ 2007. 6. 2~4 친황다오 시 당서기 외 6명 서귀포 방문

▪ 2007. 7. 13~15 서귀포시 서복협회 회장 외 12명 친황다오 서복축제 참가

▪ 2007. 11. 22~24 교류사업 협의를 위한 친황다오 시 외사판공실 주임 외 6명
서귀포시 방문

▪ 2008. 4. 21~22 친황다오 부시장 외 7명과 교류사업 협의

▪ 2008. 11. 24~26 서귀포 부시장 외 6명 친황다오 시 방문, 서복동도상 기증에 따른
제막식 참석 및 우호교류 사업 협의

▪ 2009. 7. 7~9 양 시 간의 정식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서귀포시 시장 외 9명 친황다오 시 방문
▪ 2009. 11. 15~17 친황다오 시 부주임 일행 새마을 운동 벤치마킹차 서귀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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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2. 17~19 친황다오 시 의료단 6명 의료원 시찰차 서귀포 방문
▪ 2009. 10. 20~2010. 3. 5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 파견근무
▪ 2010. 4. 15~16 진황도시상임위원회 서기 일행 방문

▪ 2010. 1. 2~12. 31 서귀포시 공무원 친황다오 시 파견근무

▪ 2010. 8. 18~10. 18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1. 2. 15~12 서귀포시 공무원 친황다오 시 파견근무

▪ 2011. 3. 2~4. 29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1. 6~10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1. 9. 23~26 서귀포-친황다오 중학생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10명)
▪ 2011. 8. 30~9. 1 서귀포시 노조공무원 친황다오 방문(18명)
▪ 2011. 8. 15~9. 10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1. 10. 15~12. 5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1. 12. 30~2012. 1. 2 친황다오 시 TV 기자 서귀포시 팸투어 실시

▪ 2012. 1. 10~13 서귀포-친황다오 중학생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10명)
▪ 2012. 2. 20~12. 31 서귀포시 공무원 친황다오 시 파견 근무
▪ 2012. 7. 4~9 한중 20주년 우호도시 교류 방문

▪ 2012. 10. 17~19 제11회 서복세미나에 친황다오 시 관계자 참석

▪ 2012. 11. 23~2013. 1. 31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3. 1. 29~2. 1 서귀포-친황다오 중학생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10명)
▪ 2013. 3. 1~2013. 12 서귀포시 공무원 친황다오 시 파견근무
▪ 2013. 4. 22~6. 21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3. 6. 21~8. 21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3. 6. 13~16 서귀포-친황다오 중학생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10명)

▪ 2013. 7. 24~27 서귀포-친황다오 고등학생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12명)
▪ 2013. 8. 9~13 서귀포-친황다오 고등학생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12명)
▪ 2013. 9. 7~11. 13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3. 11. 14~2014. 1. 13 친황다오 시 공무원 서귀포시 파견근무

▪ 2014. 1. 14~17 서귀포-친황다오 중학생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10명)
▪ 2014. 2. 1~12. 31 서귀포시 공무원 친황다오 시 파견연수 실시(1명)

▪ 2014. 2. 20~4. 17 친황다오 시 파견공무원 서귀포시 파견연수 실시(1명)

▪ 2014. 2. 26~3. 1 서귀포 남주고-친황다오 연대부속고와의 교류 MOU 체결 및
홈스테이 실시(인솔3명, 학생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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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 15~17 친황다오 시 문화국 문화예술센터 주임 외 1명 문화교류차 서귀포 시 방문
▪ 2014. 4. 20~6. 19 친황다오 시 파견공무원 서귀포시 파견연수 실시(1명)
▪ 2014. 7. 22~25 서귀포 남주고-친황다오 연대부속고 간 교류 실시(12명)
③ 중국 산둥 성 룽커우 시

▪ 1999. 1. 13 중국 산둥 성 룽커우 시 부시장 일행 서귀포 방문 및 관광현황 파악차
주요 관광지 관람(4명)

▪ 1999. 1. 20 관광업과 수산물 양식업 방면 교류 희망 회신 및 초청

▪ 1999. 3. 29~31 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 창립총회 참석차 룽커우 시 관계자 서귀포
시 방문(룽커우 시 부시장 외 5명)

▪ 1999. 3. 30 서불 문화국제교류협회 창립총회 정관 승인 및 임원 선출

▪ 1999. 4. 17~21 부시장 외 7명 룽커우 시 방문으로 서복문화제 참석,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룽커우 시장 초청 건, 서불행사 관련 공동 참여 방안 협의, 우호도시
협력 의향서 양 시 간 가조인, 서귀포시 서복문화제교류협회와 룽커우 시, 서복연구회
합작의향서 가조인

▪ 1999. 7. 19~23 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4명) 및 시 관계자(1명) 룽커우 시방문, 서귀포
칠십리축제 행사 시 룽커우 시 예술단 초청 관련 제반사항 협의

▪ 1999. 9. 29~10. 5 제5회 서귀포 칠십리축제에 룽커우 시 서복예술단 초청 방문
및 축하 공연(34명)

▪ 2000. 4. 17~19 제2회 서복고향문화절 서귀포시 참가(부시장, 의원, 민간인 등 38명)
한국무용협회서귀포시지부예술단(11명) 물허벅과 제주민요, 해녀의 삶 등 공연

▪ 2001. 4. 16~19 제3회 서복고향문화절 서귀포시 참가(부시장, 공무원, 의원, 서복
협회 등 13명)

▪ 2001. 9. 20~24 제7회 서귀포칠십리국제바다축제에 룽커우 시 문화예술단 19명
초청 및 축하공연, 서복관련 제례행사 1회(정방폭포), 서복영주탐방 가두행렬 재연

▪ 2002. 4. 14~20 공무원, 의원, 서복협회 회원 등 방문(22명)

▪ 2002. 9. 26~28 제8회 서귀포칠십리축제에 룽커우 시 문화예술단 초청 및 축하
공연 진행(13명)

▪ 2004. 8 중국 고구려사 왜곡 관련 유감 표명 서한문 발송

▪ 2006. 9. 26 룽커우 시 부시장 외 2명 서귀포시 부시장 예방

▪ 2008. 4. 25~28 산둥 성 서복공원 내 태산석 및 벽화 6점, 비석 기증에 따른
제막식에 산둥 성 문화국장 외 8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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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6. 13~15 우호협력방안 협의 및 서복전시관 시찰차 룽커우 시 공무원 서귀포
시 방문(룽커우 부시장 외 8명)

▪ 2011. 12 양 시 간 우호협력방안 활성화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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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기구 가입 현황 및 활동 실적
1. 제주도 국제기구 가입 현황
제주도는 1996년 9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가입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12개의 국제기
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제주도 국제기구 가입 현황>
구 분

국제기구가입
(12)

국제기구명

체결/가입일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1996. 9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2004. 1

아시아태평양차별반대도시연합(APCaRD)

2007. 10

한․아랍소사이어티(KAS)

2008. 5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APCS)

2008. 9

한미경제협의회(KUSEC)

2008. 1

아태관광협회(PATA)

1985. 2

미주여행업협회(ASTA)

1995. 4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2005. 3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2008. 3

도시환경협약(UEA)

2013. 5

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합(AFHC)

2003. 10

비고

평화협력과

투자정책과
관광정책과

환경정책과

보건위생과

2. 국제기구 소개 및 활동실적
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1) 개요
유럽, 북미와 함께 세계 3대 경제 축을 형성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
북아시아는 국가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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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동북아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은 독립적인 지방
협력기구로, 연합헌장 제1장 제2조를 통해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호혜·평등
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이해
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
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1996년 9월에 창설된 이래, NEAR은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6개국)의
73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과 4억 4600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으며 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다. 또한, 6개 옵저버 자치단체, 2개의 국제 지역협력기구(AER, R20)와 지역
의 전문연구소 등을 파트너로 하여 교류, 협력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회원은 중국의 경우 헤이룽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지린성, 닝
샤후이족자치구, 산둥성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와 나선특급시가 참여하고 있다.
몽골은 아르항가이 아이막, 바양-울기 아이막, 바양홍고르 아이막, 볼강 아이막, 고
비알타이 아이막, 고비숨베르 아이막, 다르항오울 아이막, 도르노드 아이막, 도르노고비
아이막, 돈드고비 아이막, 자브항 아이막, 오르홍 아이막, 우브르항가이 아이막, 움느고
비 아이막, 수흐바타르 아이막, 옵스 아이막, 셀렝그 아이막, 투브 아이막, 홉드 아이막,
훕스굴 아이막, 헹티 아이막, 울랑바타르가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알타이 변경주, 아무르주, 부랴티야 공화국, 이르쿠츠크주, 캄차가 변경주,
케메로보주, 하바롭스크 변경주, 하카시야 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마가단주,
연해 변경주,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사할린 주, 톰스크 주, 뜨이바 공화국, 자바이칼 변
경주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6년 연합창립멤버로 제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가입하였고 이후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참여하여 17개 광
역시도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2) 한 국 및 제주도의 활동 현황
① 한국의 주요 활동
1996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동북아 호혜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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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협력을 위해 제1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연합헌장을 제정하고 연합을 창
립하는 한편, 경상북도 이의근지사가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004년 중국 헤이룽장
성 총회 때는 경상북도에서 연합사무국을 유치하여 2005년 5월, 포항시에 설치하였다.
2006년 부산광역시 총회에서는 공동선언문 「동북아 번영과 NEAR 역할」을 채택하고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경제통상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에서 매년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경제통상
교류를 위한 동북아비지니스 촉진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경제통상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인터넷으로 회원단체 간 통상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과학기술분과위원
회가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동북아지역 과학기술분야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위해 워크숍을 가지고 연구단체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자치단체 간 에너
지·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2013년에는 전라남도가 제1회 농업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14
년, 충청북도가 제1회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 바이오산업의 기술 수
준을 알리고 참가 회원단체들의 바이오생명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활동

▪ 2007. 5. 15~17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회의 참가(경주)
▪ 2007. 9. 3~6 실무위원회 참가(중국 산둥 성)

▪ 2008. 5. 27~29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 참가(포항)
▪ 2008. 9. 1~3 동북아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참가(중국 산둥성)
▪ 2009. 5. 18~21 워크숍 참가(경주)

▪ 2009. 9. 22~25 7차 실무위원회 회의(수원) 및 2차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참석
▪ 2010. 5. 25~27 실무자 워크숍 참가(경주)
▪ 2011. 5. 18~19 실무자 워크숍 참가(경주)

▪ 2011. 7. 18~20 실무위원회 회의 참가(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 2011. 10. 31~11. 1 국제포럼 참가(서울)
▪ 2012. 7. 24~27 총회 참가(중국)

▪ 2012. 9. 10~13 9차 실무위원회 참가(전남)

▪ 2012. 12. 11~13 경제교류분과위원회 참가(제주)
▪ 2014. 5. 21~23 실무자 워크숍 참가(대구)

▪ 2014. 10. 22~23 제10차 제10차 총회 참가(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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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지방정부연합
(1) 개요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은 세계 최
대의 지방자치단체 단일기구이다. 2001년 5월, 1913년 창립된 지방차지단체국제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IULA)과 1957년 결성된 국제도시연
맹(Federation Mondial des Cities Unies: FMCU)이 통합하기로 공식 결정하였고,
2004년 5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통합기구가 출범하였다.
UCLG의 목표는 격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단합
을 꾀하는 한편, 공동의 가치와 목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립 이후 밀레
니엄 캠페인을 통한 빈곤퇴치운동, 탄소배출을 줄이는 첨단도시 추진을 통한 환경보호, 남
아시아의 쓰나미 후유증 극복을 위한 전 세계 지역 당국들과 협력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UCLG 본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아시아·태평양, 유라시아, 중동 및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각각 지부를 두고 있다. 세계 95개국 1,000여 개 도시
와 41개국 500여 개 NGO를 포함해 136개국 1,500여 개 기관과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회장 1명과 공동회장 6명 등으로 구성된 회장단은 세계위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
출한다. 세계위원회는 연 1회 열리며, 세계총회는 3년마다, 세계집행위원회는 연 2회 열린다.
(2) 한 국 및 제주도의 활동 현황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창원, 김천, 구미 등 5개 기초단체가
UCLG에 가입했다. 2007년 10월 28일부터 4일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변화하는
도시가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주제로 제2회 세계총회가 열린 바 있다. 제주도의 세계지방
정부연합 관련 활동은 아래와 같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UCLG ASPAC 대표회장 선출(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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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UCLG WORDS 스페인 빌바오 문화정상회의 기조연설 (2015. 3)

▪ 2007. 3. 13~16 UCLG 창립총회 참가(프랑스 파리)

▪ 2007. 4. 15~17 UCLG ASPAC 집행위원회 참가(인도네시아)

▪ 2007. 10. 28~31 UCLG 세계총회 제주 개최(110개국 2,156명 참가)
▪ 2008. 7. 13~18 UCLG ASPAC 회의 참가(태국 파타야)
▪ 2009. 4. 28~30 UCLG ASPAC 집행부회의 참가(네팔)
▪ 2009. 6. 2~4 UCLG 세계 집행부회의 참가(덴마크)

▪ 2009. 10. 19~20 UCLG ASPAC 집행부회의 참가(경남)
▪ 2009. 11. 10~14 UCLG 세계이사회 참가(중국)

▪ 2010. 4. 25~29 UCLG 집행부회의 참가(시카고)

▪ 2010. 6. 26~28 UCLG ASPAC 집행부회의 참가(싱가포르)
▪ 2010. 10. 19~22 UCLG ASPAC 총회 참가(하마마츠)
▪ 2010. 11. 15~22 3회 UCLG 세계총회(멕시코시티)

▪ 2011. 4. 22~25 UCLG ASAPC 집행부회의 참가(인도)
▪ 2011. 10. 1~6 UCLG ASPAC 이사회회의 참가(호주)

▪ 2012. 10. 2~5 UCLG ASPAC 총회 참가(인도네시아)

▪ 2012. 12. 26~28 UCLG 세계집행부 재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참가
▪ 2013. 5. 16~17 UCLG ASPAC 집행부회의 참가(광주)
▪ 2013. 10. 1~5 제4차 UCLG 세계총회 참가(모로코)
▪ 2014. 6. 17~21 UCLG 세계 집행부회의 참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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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9. 3~6 UCLG ASPAC 총회 참가(대만)

▪ 2014. 11. 24~27 UCLG 세계이사회 참가(중국 해구)

▪ 2014. 12. 14~17 ASPAC 사무국 제주 초청 방문 및 지사 면담

▪ 2015. 2. 9~13 UCLG 사무국 및 회장단 소집회의 참가(스페인 바르셀로나)
▪ 2015. 3. 18~20 UCLG 문화정상회의 참가(스페인 빌바오)

▪ 2015. 4. 27~29 UCLG ASPAC 집행부회의 주재 및 참가(필리핀 마카티)

▪ 2015. 9. 4~7 UCLG ASPAC 이사회 회의 주재 및 참가(인도네시아 와카토비)
▪ 2015. 11. 17~21 UCLG ASPAC 워크숍 및 문화분과위원회 출범(제주)

UCLG ASPAC 필리핀 집행부회의 주재(2014. 4)

UCLG ASPAC 역량강화 워크숍(2015. 5)

3) 아시아태평양차별반대도시연합
아시아태평양차별반대도시연합(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APCaRD)은 도시의 사회적 포괄성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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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인종주의, 외국인 차별에 반대하는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자 하는 도시들의 네트워크이다. APCaRD는 2004년 3월, UNESCO에 의해 발족되어
2006년 8월에 정식 설립되었다.
APCaRD 본부는 태국의 방콕에 소재하고 있으며 21개국 71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
해 있다. 한편,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적 접근을 위해 아프리카, 북미, 남미와
카리브 연안, 아랍, 유럽, 아태지역의 지역연합을 설립하였다. 각 회원도시는 차별에 대
항하는 지방정책의 수립과 유네스코가 제시한 「차별 반대 10대 규약」 이행과 더불어 국
제회의에 참석하여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APCaRD의 장기목표는 도시 거주민들의 사회적 포괄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
로 시행하기 위해 지역도시에 실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행 프로그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공적 생활 부문에 있어서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
는 관점에 기초해 있고 각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차별에 맞서는 공
동의 노력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간 APCaRD에서 개최한 주요 회의들은 다음과 같다.
▪ 2005. 10. 27~29 선언문 및 주요 10대 계획 마무리를 위한 회의(태국 방콕)
▪ 2006. 8. 3~4 도시의 사회적 포괄성을 위한 지역 회의(태국 방콕)

▪ 2009. 10. 27~29 전 세계 200여 도시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둥 차별반
대도시연합 국제회의 선언문" 발표(인도네시아 반둥)

▪ 2011. 6. 20~21 APCaRD 국제회의(태국 방콕)

▪ 2012. 5. 15~18 APCaRD 국제회의(대한민국 광주광역시)

4) 한·아랍소사이어티
한·아랍소사이어티(Korea-Arab Society: KAS)는 기존 경제협력 중심의 한·아
랍 관계를 정치, 문화, 학술 등 총체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및 아랍 22개
국 정부, 양 지역의 기업과 유관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2008년 5
월 26일에 개최된 KAS 창립 국제회의에서 KAS 창립목표 및 향후 사업범위 등을 규
정한 정관을 합의한 바 있으며, 2008년 6월 30일 개최된 창립이사회에서 공식문건으
로 채택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28일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제주는 2008년 6월 가입하여 아랍권과
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상호 협력 강화, 투자유치를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지속
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KAS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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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5. 26 한·아랍소사이어티 재단 창립 국제회의(* 제주는 참여하지 않고 이후
부터 참여)

▪ 2008. 6. 23 한·아랍소사이어티 재단 이사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임

▪ 2008. 6. 30 한·아랍소사이어티 재단 창립 이사회 개최 의장단 및 프로그램 심
의회 선출

▪ 2008. 7. 28 재단 법인설립 등기

▪ 2010. 2. 20 아랍 측 주한대사 초청 제주 홍보
▪ 2010. 5. 5 제3회 아랍문화축전 개최

▪ 2011. 6. 1 제4회 아랍문화축제 참가 제주홍보관 운영

▪ 2011. 10. 17 제4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제주도립무용단 참가공연

▪ 2011. 10. 17 제4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제주도립무용단 참가 공연
▪ 2012. 6. 12 한·아랍소사이어티 이사회 참석

▪ 2012. 11 제3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오만 참가

▪ 2012. 12. 3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중동지역 국가 참가 요청
▪ 2012. 12. 6 제5회 한·아랍문화축전 참가

▪ 2012. 12. 6 한·아랍카라반 행사에 제주해녀공연팀 참가 요청
▪ 2013. 1. 30 주한 중동지역 대사 초청 만찬 참석

▪ 2013. 2. 6 제8차 한·아랍소사이어티 이사회 참석

▪ 2013. 10. 24~28 아랍지역 도시 고교생 청소년 참가 지원
▪ 2014. 3. 14 제9회 한·아랍소사이어티 이사회 참석

▪ 2014. 11. 2~8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경제사절단 참가(3명)
▪ 2014. 11. 7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서 아랍권 학생 지원

▪ 2015. 3. 11 한·아랍소사이어티 이사회 참석(한국외국어대학교)

5)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심부의 인구집중은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각 도시
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 도시의 수장들이 한데 모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나아가 도시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4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sia Pacific Cities Summit:
APCS) 개최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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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S는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는데 짝수 해에는 본회의를, 홀수 해에는 실무회의
를 각각 개최한다. APCS 사무국은 후쿠오카 도시연구센터(Urban Research Center:
URC)에 있으며, 13개국 30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창사 시, 다
롄 시, 광저우 시, 홍콩특별행정구, 샹하이 시, 우루무치 시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가
고시마 시, 키타큐슈 시, 구마모토 시, 미야자키 시, 나가사키 시, 나하 시, 오이타 시, 사
가 시, 후쿠오카 시가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특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포 시와 콸라룸푸
르 시가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브리스번 시,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시, 그리고 필리핀은
마닐라시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보스톡 시, 태국은 방콕 시, 미국은 호놀룰루 시, 베트남은 호치
민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또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부산광
역시, 광양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가 APCS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활동 내역
은 다음과 같다.
▪ 2008.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 가입 희망 서신 발송
▪ 2008. 9. 28~10. 1 APCS 회의 참가(중국 다롄 시)
▪ 2008. 9. 29 제주특별자치도 APCS 가입

▪ 2010. 3. 5 APCS 사무국 총무이사 외 2명 제주도청 방문
▪ 2012. 7. 26~29 APCS 총회 개최(경상북도 포항)

▪ 2014. 12. 17~18 APCS 실무회의에 참가(태국 방콕)

6) 한미경제협의회
한미경제협의회(Korea-U.S. Economic Council: KUSEC)는 1973년 설립된 민간
기구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대미경제협력 협의체이다. 한미경제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대
미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한국의 국가인식 제고를 통해 한미
간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0여 회원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무역협회(KITA) 미주통상팀이 사무국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한미경제협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투자, 기술협력, 우호친선 확대를 위해 주별· 지역단
위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32개 주와 구체적인 경제협약을 맺고 있
으며 한미태평양연안합동회의, 한미동남부합동회의 등도 주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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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아웃리치 활동, 미국 고교생 한국문화 체험단 지원, 주한미군사령부와의 자매결연
을 통한 한미 간 우호친선관계 증진, 미국 주요인사 방한 지원, 한미 경제계 주요인사들
간 네트워킹의 장 마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8년 1월 지자체 기관으
로 가입했으며,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06. 8. 24 KUSEC 제2회 이사회 참가

▪ 2007. 10. 15 한미태평양합동회의 참가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2008. 4. 12 한미동남부합동회의 참가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2008. 11. 13 한미태평양 6개주 합동회의 참가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2013 이사회 및 미주리 주 교역투자설명회 참가, 2013년도 활동계획 공유 및 업무
협의

7)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PA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인들의 요청에 의해 이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1년 설립된
민관합동 국제기구이다. 77개국 1,261개 회원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협회 본
부는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다.
PATA는 회원들을 위해 아태지역 내 관광교류 및 아태지역으로의 관광을 촉진시키
며, 관광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한국지부는 한국 회원들의 입장 반영과 권익 신장, PATA 본부
및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업무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
화를 위해 1968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한국관광공사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제주는
PATA를 통해 제주 관광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1985년 2월에
가입하였다. 제주도의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85~2000. 10 PATA 총회 제주 유치 활동전개 및 총회 등 회의 9회 참가
▪ 1998. 9 PATA 이사회 제주 개최
▪ 2004. 4 PATA 총회 제주 개최

▪ 2005~2011 한국관광공사 연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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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주여행업협회
미주여행업협회(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s: ASTA)는 1931년 미국 버지
니아 주에서 설립되어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약 2만 6천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여행업 기구이다. 미국 국내 및 해외에서 매년 두 차례 총회를 개최하면서 회원들
의 전문성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지 소개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
다. 제주는 1995년 8월 가입하여 ASTA를 통해 제주관광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의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95 연차총회 및 관광교역전 행사 참가(미국 필라델피아)
▪ 2005. 11. 5~11 ASTA 국내 총회(캐나다 몬트리올)
▪ 2006. 3. 21~25 ASTA 해외 총회(체코 프라하)

▪ 2006. 9. 9~12 ASTA 국내 총회(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
▪ 2007. 1 연차총회 시 관광교역전 행사 참가

▪ 2007. 3. 25~29 ASTA 총회 및 교역전 제주 개최
▪ 2008~2011 한국관광공사 연계 홍보

9)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ICLEI)는 UCLG의 공식적인 환경협의체이자 UN의 환경자문기구이다.
1990년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71개국 1,227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연합조직을 회원
으로 하고 본부는 독일의 본에 소재해 있다. ICLEI 한국사무소는 2002년 5월에 개소하
였고 제주도는 2005년 3월에 가입하였다. 제주는 ICLEI 한국사무소를 유치하여 2006
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한 바 있으며,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5. 3 ICLEI 가입

▪ 2006 ICLEI 한국사무소 총회(국제화재단)

▪ 2006. 2. 24~3. 7 세계총회 참가(남아공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 2006. 9. 18~20 ICLEI 아시아환경포럼(수원)

▪ 2007. 10. 26~29 ICLEI 집행위원회 개최(제주)
▪ 2008. 6 한라환경포럼 개최(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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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0 ICLEI 세계총회 참가(스페인)

▪ 2009. 3. 16 제5차 세계물포럼 참가(터키 이스탄불)
▪ 2009. 6. 14~18 ICLEI 세계총회 참가(캐나다)
▪ 2009. 9. 2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 참가(인천)
▪ 2009. 11. 18 국제환경포럼 개최(제주)

▪ 2010. 3. 7 ICLEI IOMC 회의 참석(독일 본)

▪ 2010. 5. 28 2010 회복력있는도시 회의 참가(독일 본)

▪ 2010. 8. 17 아시아환태평양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PEC 국제워크숍
참가(일본 요코하마)

▪ 2010. 10. 5 ICLEI 국제환경회의 주최(ICLEI 인천사무국)

▪ 2011. 5. 6 ICLEI와 행정안전부 간 지역 녹색성장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11. 10. 14 “탄소흡수원과 종다양성으로의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국제워크숍” 주관
(창원)

10)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은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전하고자 1948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
인근의 글랑에 위치해 있다. IUCN은 국가,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및 제휴협력기관 등 총
1,200여개 회원과 11,0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로, 비
영리 단체로는 유일하게 국제 연합의 옵저버 자격을 가지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IUCN이 4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로, 환경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회의이다. 2012년, 제주도에서 제5회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가 개최되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는 1948년 최초 회의가 개최된
이래 60여년의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열렸다는데 의의가 크다. 제주에
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린 2012년은 생물다양성협약, UN기후변화협약, 리우협
약 등이 채택된 지 20년이 된 중요한 시점으로 기존 협약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미래 환
경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9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7일~11일 세계보전포럼, 9월 8일~15일 회원총회, 그리고 9월 15일 폐막
식이 열렸다. 전 세계 180여 개국, 1100여 개 단체, 1만 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가하
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15년 7월 7일~9일까지는 제주도, 환경부, 그리고 IUCN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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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World Leaders’ Conservation Forum)을 개최하였다. 세
계리더스보전포럼은 2012년 WCC에서 처음 도입돼 호평을 받은 ‘세계리더스대화’를 발전
시킨 형태로, 당시 채택된 ‘제주선언문’에서 이 포럼의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11) 도시환경협약
2005년 6월 5일, 세계 52개 도시 시장 및 대표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도시
환경 개선과 관련된 7개 분야 21개 조항의 환경협약 이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로 서약하면서 도시환경협약(Urban Environmental Accords: UEA)이 탄생
하였다.

UEA에는 전 세계 52개국 148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집행위

원으로는 광주시, 샌안토니오, 샌프란시스코, 바그다드, 델리, 일로일로, 니오로두립, 케
이프타운, 시나이아 9개 도시에 국제기구 UN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을 더하여 총 10개의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UEA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여기에 적극 동
참하고 있다. UEA는 도시들이 참여하여 환경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총회 개최
의 필요성과 지구촌의 환경보전 및 UEA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UNEP, 샌프란
시스코와 공동으로 2011년 10월 11일~14일 4일간 UEA 정상회의를 추진하였다. 이 회
의에는 114개 도시 및 12개 국제기구 전문가 등 총 822명이 참여하여 광주선언문을 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환경평가지표, 도시CDM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
편, UEA 정상회의 개최 격년제 정례화 결정, 그리고 광주에 UEA사무국을 설치하는 것
에 합의하였다. 2012년 5월 3일에는 광주에서 UEA 사무국 개소 및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12) 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합
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합(World Health Organization Alliance For
Healthy Cities: WHO AFHC)은 지속가능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10월
설립된 기구이다.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으며, 9개국 170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
고 있다. 그 밖에 NGO, NPO, 학술기관, 국가기관, 민간부분, 개인을 포함해 46개 주체
가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7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제주는 2005년 7월에 가입하였다.
제주도의 WHO AFHC 관련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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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0 WHO 건강도시 지정 선포

▪ 2005. 11 WHO AFHC 선정 우수 프로젝트상 수상

▪ 2006. 10 WHO AFHC 선정 우수 건강도시 추진상 수상
▪ 2007. 9 제58차 WHO 서태평양 지역회의 개최(제주)
▪ 2008. 10 제59차 WHO 서태평양 지역회의 참석

▪ 2009. 10 제60차 WHO 서태평양 지역회의 참석

▪ 2009. 1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총회 참석(창원)

▪ 2010. 1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장 도시 변경(창원→원주)

▪ 2011.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감사도시 지정(제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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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계지방정부연합 가입 및 활동 실적
1. 세계지방정부연합 소개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는 설립 과정
에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세계 양대 지방자치단체 기구인 지방자치단
체연합(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IULA)과 세계도시연맹(Urban
and Towns Organization: UTO)의 통합이 논의되었다. 이어 2004년, 이 두 조직이
통합되어 UCLG라는 새로운 기구로 탄생하였다. UCLG는 180여 개국 1,000여 개 지방
자치단체 및 112개 관련 기구를 주요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비는 GDP와 인구를 기
준으로 산정한다.
UCLG는 세계 최대의 지방자치단체 단일기구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본부는 스페
인 바르셀로나에 있다. UCLG의 주요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지
역사회 경제발전 지원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각 자치단체
들 간 정보와 기술교환을 장려하며 지방자치를 진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적 협
력을 위해 UCLG는 국제사회에 지방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지방자치의 가치, 목표 및 이
익을 대변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UCLG가 개최하는 주요 회의로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총회(World Congress)가 있으
며, 회의 참가 대상은 UCLG 정회원이다. 제1회 회의는 창립회의로 2004년 파리에서 개
최되었고 2회는 2007년 제주에서 조직되었다. 이어 제3회 회의는 2010년 멕시코, 제4회
회의는 2013년 모로코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그 밖에도 320개 지자체 대표로 구성되는
세계이사회(World Council)와 113개 지자체 대표로 구성되는 세계집행부(Executive
Bureau)가 있다.
조직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기인 회장단에서 터키 이스탄불의 시장
이 회장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세이셸 빅토리아 시장, 중국 광저우 시장, 프랑스 보르
도 시장, 러시아 카잔 시장, 프랑스 파리 시장, 에콰도르 키토 시장 등 6명의 공동회장과
9명의 부회장으로 회장단이 구성된다.
부회장은 전 세계를 아시아태평양, 유로아시아, 중동 및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
미, 남미의 7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지역회장 7인 및 메트로폴리스 및 FOGAR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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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9명이 된다. 세계사무국(Secretariat)은 사무총장, 재무담당관, 재정부담당관으
로 구성된다.

2. 세계지방정부연합에서 제주의 역할
1) 세계지방정부 아시아태평양 지부(UCLG ASPAC)
‘세계지방정부 아시아태평양 지부(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AsiaPacific Region: UCLG ASPAC)’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하고 있다. 주요
회의로는 2년마다 개최되는 지역총회(Congress), 연 1회 열리는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 그리고 연 2회 개최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Bureau)가 있다. 사무국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회장으로 하고 인도 지방자치체연구소 사무처장, 호주지
방자치단체연합 회장, 파키스탄 펀잡 지방의회 연합회장, 여성회장을 겸임하는 인도네시
아 반다아체 시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창립회
장, 네팔자치단체연합 회장, 그리고 현재 동남아는 공석으로 남아있으나 전체 9명의 회
장단과 사무총장과 명예대사로 구성되어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4년 9
월 5일 대만 ASPAC 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되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기를 수행한
다. UCLG ASPAC는 동북/동 아시아, 서남/서 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4개 소지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UCLG ASPAC에 할당된 지역위원회 임원은 45명, 집행부 임원은
15명이다.
UCLG ASPAC 한국 회원은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당진, 군산, 구미, 안동, 창원, 그리고 시도지사협의
회를 포함해 총 2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해 있다. 국내 임원의 임기는 2014년
부터 2016년까지로, 이사회 3석은 서울, 인천, 전북이 집행부 2석은 전국시도지사협의
회, 군산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UCLG ASPAC 관련 제주도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007 10. 28~31 제2회 UCLG 제주 세계총회(2nd UCLG World Congress
Jeju, 2007)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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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후원으로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제2회
UCLG 제주세계총회를 개최하였다. “변화하는 도시가 세계를 이끌어 간다(Changing
cities are driving our world)”는 주제 아래 136개 국가 1,000여 개 지방정부 대표
2,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회의는 3회의 전체회의(Plenary Session)와 19회의 동시회
의로 구성되었다. 전체세션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평화 구축자로서의 지방정부, 글로
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동시회의는 기후변화, 신기술, 도시의 미래
등 19개 과제를 다루었다. 총회 기간 중 모든 공식 전체회의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의 6개 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주제별 워크숍은 영어, 프
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4개 언어로 동시통역이 진행되었으며, 연중 UCLG ASPAC 발
간지 및 관련 매체를 통해 제주 행사를 홍보하였다.
▪ 2014. 6. 13 UCLG 문화시범도시 선정

▪ 2014. 9. 5 UCLG ASPAC 대표회장 당선

▪ 2014. 12. 14~17 UCLG ASPAC 사무국 제주 초청 방문

▪ 2015. 2. 9~13 UCLG 사무국 및 회장단 소집회의에 실무자 참가(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합류한 국제협력관이 UCLG 및 UCLG ASPAC 공동사업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UCLG 문화시범도시 관련 발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 2015. 3. 18~20 UCLG 문화정상회의 도지사 일행 참가(스페인 빌바오)
이 회의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UCLG ASPAC 개회사가 있었다. 또한, 제주올레 우수
사례 발표, 8개 문화시범도시 네트워크 구축 추진 계획 협의 등이 진행되었으며, 제주도
가 UCLG ASPAC 문화분과위원회 설립 및 코디네이터 제안을 주도하였다.
▪ 2015. 4. 27~29 UCLG ASPAC 집행부회의 도지사 일행 참가(필리핀 마카티)
이 회의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집행부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제주 주도의 ASPAC 문
화분과위원회 설립이 승인되었다. 그 외에도 제주도는 세계환경보전총회 지방세션을 사
무국과 공동주관 진행하였으며, 도청 문화정책과 주관으로 문화분과위원회 설립을 발
표하였다. 네팔 지진사태와 관련 원희룡도지사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ASPAC 회원
들의 네팔지원을 촉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구호자금 미화 10만불을 지원하였다.
▪ 2015. 5 UCLG ASPAC 회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 2015. 7 UCLG ASPAC 문화분과위원회 실무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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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 4~7 UCLG ASPAC 이사회 회의 주재 및 참가

▪ 2015. 11 UCLG ASPAC 회원 역량강화 사업 및 문화분과위원회 출범

2) UCLG ASPAC 역량강화 사업
UCLG ASPAC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연수센터(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affiliated with UNITA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UCLG ASPAC 지방정부 회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태지역 공무원 및 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환경 및
관광과 개발 관련 UN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글로벌 제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국제연수센터는 2015년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연말까지 총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
하여 연 2회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UCLG ASPAC 36개국 140
여 지자체 및 지방정부 기관 중 개발도상국 지방정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

(1)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기 감소 워크숍 (2 015. 5. 18~22)
이 워크숍은 제주포럼 세션 기획 및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행사 참여기관
은 제주특별자치도, UCLG ASPAC, 국제재해경감기구(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ISDR)연수원, 그리고 제주국제연수센터로 18명의 개도국 지방공
무원 및 UNISDR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2) 관 광과 개발 워크숍 (2 015. 11)
이 워크숍은 2015년 11월 중에 3박 4일로 개최될 예정이다. 20명 내외의 개도국 지방
공무원,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 관계자 및 ODA수원국
공무원도 참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관광과 개발 워크숍을 통해 UCLG ASPAC 회장으로서 UCLG
아태지부 회원들 간 협력을 도모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의 연
수자원 활용을 통한 제주국제연수센터 및 제주 홍보,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제주의 역
할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워크숍과 연계하여 제주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게될 문화분
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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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추진 현황
1.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설립
1) 설립 배경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탈냉전·탈이념의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국제적 변화 속에서 구상되었다.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역
사적 악감정 및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상호 인내와 노력으로 동반자적 우호·
평등관계를 구축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권으로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설립이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5월과 1991년 1월, 2차례에 걸친 한일 정상회담 시 ‘미래지향적인
신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한 후 양국 간 국민 차원의 교류와 더불어 자치단
체 간 교류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여 한일 자치단체 간 교류회의를 정례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 간 합의에 기초하여 실무자회의를 거쳐 자치단체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한일해협을 사이에 두고 예로부터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온 한국 남부지역과 일본 큐슈지역의 광역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양 지
역의 발전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하였다.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함께 준비한다
는 데 의의를 두고 별도의 지역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2년 8월, 한
국 남부해안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4개 시도와 일본 큐슈 북부 후쿠
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등 3개현 최고책임자가 참가하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
류 지사회의가 탄생했다. 이후 2001년 야마구치 현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의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지사회의체가 구성되었다.

2) 설립 목적
급속히 진전되는 무국경화·경제블럭화 등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도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방화시대는 도래하였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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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제가 사실상 수도권에 종속되어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일본
역시 도쿄 및 오사카로 경제가 양극화되어 큐슈지역 역시 자립기반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한국남부와 일본 서부(큐슈)가 양 지역의 특
성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인 새로운 자립경제권을 개발하여 지역산업의 협력기반을 구축
함으로서 중국, 동남아, 동러시아를 커버하는 새로운 지역블럭을 공동 육성해 나가는
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예로부터 상호교류를 통해 역사적·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양 지역의 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
는 것이다.
아울러 관광·스포츠·문화·청소년 교류 등을 통한 지역주민 간 교류와 양 지역의 정
보를 상호 공유하고 어학연수 등의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암울했던 과거
사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의 재정립 등 상호인식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공동 현
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일해협연안 지역 간 상호이해와 우호 협력의 선진
관계를 촉진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다.

3) 설립 의의
한국 남해안지역 1시 3도와 일본 큐슈 북부 4현의 최고 수장이 참여하는 지사회의 설
립은 국가의 장벽을 넘어선 ‘로컬외교’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한일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국가가 이 회의를 통해 교류의 다리를 놓으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 측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 지역의 친밀도 역시 가속화될 수 있게 되었다. 정보
교환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각 지역은 공동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양국 간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와 같은 지사회의를 개최하기는 처음
있는 일로서 역사적인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4) 설립 과정
▪ 1990. 5 노태우 대통령 방일 시 양국 정상 간 ‘신 한일관계’ 구축 합의

▪ 1990. 10 큐슈 북부 3현에서 「한일 자치단체 간 교류촉진회의(안)」 구상
▪ 1991. 1 가이후 일본 총리 방한 시 한일 자치단체 간 정기교류 합의

▪ 1991. 4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 시 "한일자치단체간 교류촉진회의"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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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6 일본 정부에서 큐슈 3현 구상안 수용 및 한국 내무부에 제의
▪ 1991. 9 한국 정부에서 일본 측 제의 관련 회의

▪ 1992. 2 한국 자치단체 간부직원 교류회의 개최 및 양국 실무자 간 의견 교환

▪ 1992. 3~5 나가사키 현과 주일 대사관 측에서 회의 알선 요청 및 구체안 제시,
한일협력위원회 경유

▪ 1992. 6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 내무부장관 간 간담회 개최 및 한일협력
위원회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키로 결정

▪ 1992. 6 현해탄연안 자치단체 교류회의 관련 한국 내 관계관회의 개최

▪ 1992. 7 일본 나가사키 현에서 제1차 한일실무회의 개최 및 회의 명칭을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로 명명

▪ 1992. 8 제주도에서 제2차 한일 실무자회의 개최

2. 추진 현황
1) 회의의 구성과 운영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지사회의는 한일해협연안의 8개 시도현으로 구성된다. 한국
은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4개 시도가 참여하고 일본은 후쿠
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야마구치 현 4개 현이 참여한다. 운영 형태는 지사회의
와 실무회의로 구분된다. 지사회의는 연 1회, 실무자 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양 회
의 모두 한국과 일본이 윤번제로 개최한다.
지사회의에는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지사 또는 시장이 참여한다. 회의 개최지의 지
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회의 개최지 및 다음 개최지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회
의 내용은 한일해협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의견과 정보의 교환 및 교류의 기본방향, 추진
사업에 관한 결정, 공동 번영을 위한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이다. 지사회의 개최 전
에는 지사회의 관련 사전 준비사항 등을 실무 과장급 회의에서 협의한다. 실무회의는 국
제교류 담당 부서가 참여하며 지사회의 당일 및 지사회의 후 2개월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 개최지의 국제교류 담당부 국장이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지 및 다
음 개최지에서 간사를 담당한다. 실무회의에서는 지사회의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교류사
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다. 지사회의의 원활한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한 준비회의는 회
의 1~2개월 전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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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최 현황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1992년 설립 이래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한일
간의 다양한 현안을 다루면서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회의의 개최 현
황은 아래와 같다.
▪ 1992. 8. 24~26 제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이하 회의) 제주도 개
최 및 청소년 교류, 수산 양식, 환경기술 교류

▪ 1993. 5. 31~6. 2 제2회 회의개최(사가 현) 및 광역관광루트, 경제교류 촉진,
연구기관연합체 관련 논의

▪ 1994. 9. 5~7 제3회 회의 개최(부산광역시) 및 스포츠 문화이벤트를 통한 민간 교류

▪ 1995. 8. 30~9. 1 제4회 회의 개최(나가사키 현) 및 지역사회단체 지원 사업 관련 논의
▪ 1996. 9. 4~6 제5회 회의 개최(경상남도) 및 전통공예 교류

▪ 1997. 9. 3~5 제6회 회의 개최(후쿠오카 현) 및 일순기념 사업, 한일정보네트워크
공동 구축

▪ 1998. 9. 2~4 제7회 회의 개최(전라남도) 개최 및 「일순기념백서」 발간

▪ 1999. 9. 6~8 제8회 회의 개최(사가 현) 및 한일교류사 이해 증진 논의

▪ 2000. 9. 7~9 제9회 회의 개최(제주특별자치도) 및 주민친선 이벤트, 광역관광코스
개발 논의

▪ 2001. 9. 4~6 제10회 회의 개최(야마구치 현) 및 바다환경미화 캠페인, 환경기술
교류 관련 논의

▪ 2002. 11. 11~13 제11회 회의 개최(부산광역시) 및 한일해협 청소년 축구대회

▪ 2003. 9. 2~4 제12회 회의 개최(나가사키 현) 및 일본 노비자회, 자매결연을 통한
학교 간 교류

▪ 2004. 11. 8~10 제13회 회의 개최(경상남도) 및 한일우정의해 2005 추진, 방재
분야 교류

▪ 2005. 10. 31~11. 2 제14회 회의 개최(후쿠오카 현) 및 과학기술 교류, 친환경농업 교류

▪ 2006. 9. 7~9 제15회 회의 개최(전라남도) 및 UCLG 참가 요청, 젊은이의 문화
교류 사업

▪ 2007. 10. 22~24 제16회 회의 개최(사가 현), 심볼마크 결정, 영화 관련 협의회 설립

▪ 2008. 10. 22~24 제17회 회의 개최(제주특별자치도) 및 한일 영화제, 시도현 친선
바둑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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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0. 28~30 제18회 회의 개최(야마구치 현) 및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시책 실시

▪ 2010. 11. 6~7 제19회 회의 부산광역시 개최 - 관광분야(크루즈상품개발 개최,
청소년 교류 등

▪ 2011. 12. 10~11 제20회 회의 개최(나가사키 현) 및 청소년 교류에 관한 사항 공동
논의

▪ 2012. 10. 22~23 제21회 회의 개최(경상남도) 및 고령사회·저출산 관련 정보교환
연구 등 공동 대처

▪ 2013. 11. 18~19 제22회 회의 개최(후쿠오카 현).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 공통 이해와
글로벌 인재육성의 중요성 확인

▪ 2014. 11. 21~22 제23회 회의 개최(전라남도).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에 대한 각
시도현 실시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 확인

▪ 2015. 10. 12~13 제24회 회의 개최(사가 현). 스포츠 진흥 시책 및 스포츠 교류
방안 모색

3) 2015년도 6개 사업 추진: 공동교류사업
▪ 환경기술 교류, 수산관계 교류(1992년도 개시)
▪ 광역관광협의회 사업(1994년도 개시)

▪ 정보네트워크 공동구축 사업(1997년도 개시)
▪ 글로벌인재육성 사업(2015년도 개시)

▪ 한일해협연안 해양쓰레기 청소 사업(2010년도 개시)
▪ 저출산 대책 실무자 워크숍 사업(2014년도 개시)

4) 2016년도 추진계획
▪ 2016. 1월 중 제25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실무회의 개최

▪ 2016. 5월 중 제25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기본계획 수립

▪ 2016. 8월 중 제25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사전 준비회의 개최
▪ 2016. 10~11월 중 제25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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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창설 및 추진 현황
1.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창설
제주도는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5주년이 되는 2010
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가칭 '아시아청소년포럼'을 창설하고 매년 개최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창설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아시아 지역 자
매·우호도시 15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행사로, 매년 10월에 행
사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제주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
기 위한 무대로, 매년 제주도의 해외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교류도시 등의 청소년들이 참
여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포럼의 내실을 다져갈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다
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경과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92명, 2011년
103명, 2012년 107명, 2013년에는 125명으로 매 해 참가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포럼개최 기간도 연장되어 청소년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럼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정책중요도가 높은 글로
벌 이슈를 각국 청소년의 시각에서 새롭게 자각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상호 이해
하는 한편, 국제적 마인드를 고취하는 것을 포럼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럼
은 세계평화, 환경보전 및 오염문제, 세계자연유산보존 등에 대한 주제를 선정, 주제별로
5~7명의 패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제주 향토문화
및 생활체험, 자국문화 알리기 등 친선행사도 병행하여 청소년 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와 교류를 맺고 있는 자매․우호도시, 환태평양공원도시협
의체, 한·아랍소사이어티 등 관련 도시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2010년부터 개최해 온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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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현황>
구분

기간

토론 주제

아시아
2010.
청소년포럼 10. 28~31 -

청소년교류
세계평화
환경보호
청소년문제
다문화
인터넷문제

제2회
2011.
제주국제
10. 27~30
청소년포럼
-

청소년의 리더십
SNS의 영향
원자력 발전
청소년의 방황
유명인 사생활
다양한 문화

- 변화된 학교모습
- 질병치료를 위한
동물실험
- 디지털기술발달이
제3회
2012.
미치는 영향
제주국제
10. 25~28 - 청소년 문제의 발생
청소년포럼
유형과 해결방안
- 기후변화 대응

제4회
2013.
제주국제
10. 24~28
청소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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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리더십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 학교폭력
- 식량공급 불균형

참가자

5개국 12개 도시 92명
-

중국(산둥 성, 푸젠 성, 상하이 시, 다롄 시, 베이징 시)
일본(후쿠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야마구치 현)
러시아(사할린 주)
베트남(키엔장 성)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

5개국 16개 도시 103명
- 중국(상하이 시, 베이징 시, 산둥 성, 푸젠 성,
헤이룽장 성,
다롄 시, 하이난 성)
- 일본(카시마 시, 시즈오카 현, 후쿠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야마구치 현)
- 러시아(사할린 주)
- 베트남(키엔장 성)
-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

7개국 17개도시 110명
- 중국(상하이 시, 베이징 시, 옌타이 시, 다롄 시,
산둥 성, 헤이룽장 성, 푸젠 성)
- 일본(나가사키 시, 시즈오카 현, 야마구치 현,
후쿠오카 현)
- 베트남(키엔장 성)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시)
- 미국(샌디에고 시, 하와이 주)
- 오만(무스카트 시)
- 한국(제주특별자치도)

8개국+대만 19개 도시 125명
- 중국(다롄 시, 푸젠 성, 베이징 시, 상하이 시,
옌타이 시, 웨이하이 시, 헤이룽장 성)
- 대만(가오슝 시)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시, 사할린 주)
- 몽골(울란바토르 시)
- 미국(샌디에고 시, 하와이 주)
- 베트남(키엔장 성)
- 이라크(바그다드 시)
- 일본(야마구치 현, 카시마 시, 홋카이도)
- 한국(제주특별자치도)

3부

구분

제5회
제주국제
청소년포럼

제6회
제주국제
청소년포럼

기간

2014.
11. 6~10

2015.
11. 5~9

토론 주제
-

공정무역
개발과 보전
미래의 학교
고령화 사회

-

안전
행복
SNS
평화

참가자

7개국+17개 도시 123명
- 중국(다롄 시, 푸젠 성, 베이징 시, 상하이 시,
옌타이 시, 웨이하이 시, 헤이룽장 성)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시, 사할린 주)
- 미국(하와이 주)
- 베트남(키엔장 성)
- 일본(도쿄 시, 카시마 시, 홋카이도)
- 오만(무스카트 시)
- 한국(제주특별자치도)

10개국+20개 도시 130명
- 중국(베이징 시, 상하이 시, 하이난 성, 헤이룽장 성,
다롄 시, 푸젠 성, 산둥 성)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시, 사할린 주)
- 몽골(셀렝게 주)
- 미국(하와이 주)
- 베트남(키엔장 성)
- 말레이시아(페낭 시)
- 일본(아라카와 구, 시즈오카 현, 홋카이도, 카시마 시)
- 오만(무스카트 시)
- 카타르(도하 시)
- 한국(제주특별자치도)

3.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평가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럼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럼 참여 목적 성취
도(96.2%), 프로그램 구성(98.2%) 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5회 포럼 종료 후 2014년 11월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평가 회의 결과,
포럼의 성공 요인은 1) 전반적 진행을 학생들에 위임하고 학생이 행사 주체가 되도록 구
성한 것, 2)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언어 등 학습의 동기를 부여한 것 등으로 나
타났다. 특히, 참가자 대다수가 재참가를 희망하고 일부 지역 행사에서도 벤치마킹 의사
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향후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1)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사전 공지 및 안내, 2) 채식주의자 및 생활 알레르기 보유자를 위한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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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3) 홈페이지를 활용한 참가 신청 및 패널토론 공지 홍보 필요 등이 제기되었
다. 또한, 포럼의 발전방향으로 1) 기조강연 및 투어일정 조정과 새로운 숙소 모색, 2) 제
주국제청소년포럼의 외형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아랍소사이어티, 환태평양공
원 도시협의체참가도시 확대 추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3) 포럼의 질적 발전을
위해 평화의 섬 10주년에 맞추어 세계평화와 관련한 패널토론 주제 선정이 합의되었다.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만족도 조사 결과>

1) 응답자 정보
a. China : 33명(33.1%)

China

b.
a.Japan
China :: 17명(16.0%)
33명(33.1%)

Japan
China

30.2%

c.
b.Russia
Japan :: 11명(10.4%)
17명(16.0%)

f.e.Oman
: 4명(3.8%)
Vietnam
: 5명(4.7%)
g.
f. Korea
Oman :: 32명(30.2%)
4명(3.8%)

33.1%

30.2%

d.
: 4명(3.8%)
c. U.S.A
Russia
: 11명(10.4%)
e.
: 5명(4.7%)
d.Vietnam
U.S.A : 4명(3.8%)

33.1%

16.0%

3.8%
4.7%
3.8%
3.8%
4.7%

g. Korea : 32명(30.2%)

16.0%

14.0%
3.8%
14.0%

Russia
Japan
U.S.A
Russia
Vietnam
U.S.A
Oman
Vietnam
Korea
Oman
Korea

2) 참가목적 및 성취도
3.8%
3.8%
a. Achieved : 102명(96.2%)
b.
achieved
: 4명(3.8%)
a.Not
Achieved
: 102명(96.2%)
b. Not achieved : 4명(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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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d

96.2%
96.2%

Not
achieved
Achieved
Not achieved

3부

3) 프로그램 운영
a. Excellent : 69명(65.1%)
a. Excellent : 69명(65.1%)

Excellent
Excellent

b.
Very good: :69명(65.1%)
29명(27.4%)
a.b.Excellent
Very good : 29명(27.4%)

Very
good
Excellent
Very
good

c.
Goodgood
: 6명(5.7%)
b.
: 29명(27.4%)
c. Very
Good : 6명(5.7%)

Very Good
good
Good

d.
Fair : 2aud(1.9%)
c.d.Good
6명(5.7%)
Fair :: 2aud(1.9%)

Fair
Good
Fair

e.
Poor :: 2aud(1.9%)
0명(0%)
d.
e.Fair
Poor : 0명(0%)

27.4%
27.4%

65.1%
65.1%

Poor
Poor

65.1%

Fair
Poor
Fair

5.7% 27.4%
5.7%

Good
Fair
Good

1.9%
5.7%
1.9%

Very
good
Good
Very good
Excellent
Very
good
Excellent

1.9%
Poor
Fair 0%
Poor 0%

e. Poor : 0명(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Poor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 참여자 만족도

4-1) Information given prior to the forum by the ost / 사전정보제공
4-1)Registration
Information Prooedure
given prior/ to
the forum
4-2)
참가신청
절차 by the ost / 사전정보제공
4-2)
Registration
Prooedure
/
참가신청
절차 and Vence / 픽업 서비스
4-3)
up service
Hotel,
4-1) Pick
Information
givenfrom/to
prior toAirport,
the forum
by the ost / 사전정보제공
4-3)Orientation
Pick up service
from/to Airport, Hotel, and Vence / 픽업 서비스
4-4)
/
오리엔테이션
4-2) Registration Prooedure / 참가신청 절차
4-4)
Orientation
/
오리엔테이션
4-5)
Ceremony
/ 개회식
4-3) Opening
Pick up service
from/to
Airport, Hotel, and Vence / 픽업 서비스
4-5) Opening Ceremony / 개회식
4-4) Orientation / 오리엔테이션
Excellent
Very good
Good
Poor
Very Poor
4-5) Opening
Ceremony
개회식
Excellent
Very/good
Good
Poor
Very Poor
0명(0%)
4-1 66명(62.3%) 25명(23.6%) 12명(11.3%) 3명(2.8%)
25명(23.6%)
3명(2.8%)
0명(0%)
4-1 66명(62.3%)
Excellent 25명(23.6%)
Very
good 12명(11.3%)
Good
Poor
Very
Poor
9명(8.5%)
1명(0.9%)
0명(0.9%)
4-2 70명(66.0%)
25명(23.6%) 12명(11.3%)
9명(8.5%)
4-2 66명(62.3%)
70명(66.0%) 25명(23.6%)
4-1
6명(5.7%)
4-3
78명(73.6%) 22명(20.8%)
22명(20.8%)
6명(5.7%)
4-3
78명(73.6%)
25명(23.6%) 12명(11.3%)
9명(8.5%)
4-2 76명(71.7%)
70명(66.0%) 18명(17.0%)
4-4

1명(0.9%)
3명(2.8%)
0명(0%)
0명(0%)
1명(0.9%)
0명(0%)
18명(17.0%) 12명(11.3%)
0명(0%)
4-4 78명(73.6%)
76명(71.7%) 22명(20.8%)
6명(5.7%)
0명(0%)
4-3
4-5
79명(74.5%) 17명(16.0%)
10명(9.4%)
0명(0%)
4-5
79명(74.5%)
17명(16.0%)
10명(9.4%)
0명(0%)
0명(0%)
4-4 76명(71.7%) 18명(17.0%) 12명(11.3%)
4-5 79명(74.5%) 17명(16.0%) 10명(9.4%)

0명(0%)

4-6) Keynote Address / 기조연설
4-6)Cultural
KeynoteExperience-natural
Address / 기조연설 dyeing / 감물염색체험
4-7)
4-7)Cultural
CulturalNight
Experience-natural
dyeing / 감물염색체험
4-8)
/ 컬쳐나잇
4-6) Keynote Address
/ 기조연설
4-8)Jeju
Cultural
Night Trip)
/ 컬쳐나잇
4-9)
Tour(Field
/
제주
관광
4-7) Cultural Experience-natural dyeing / 감물염색체험
4-9) Jeju
Tour(Field
Trip)/ /폐회식
제주 관광
4-10)
Closing
Ceremony
4-8) Cultural
Night
/ 컬쳐나잇
4-10) Closing Ceremony / 폐회식
4-9) Jeju Tour(Field Trip) / 제주 관광
Excellent
Very good
Good
Poor
4-10) Closing
Ceremony
폐회식 Good
Excellent
Very /good
Poor
4-6 59명(55.7%) 21명(19.8%) 20명(18.9%) 6명(5.7%)
4-6 59명(55.7%)
21명(19.8%)
20명(18.9%)
6명(5.7%)
Excellent 24명(22.6%)
Very good 10명(9.4%)
Good
Poor
4-7 69명(65.1%)
3명(2.8%)
4-7
4-6
4-8
4-8
4-7
4-9

69명(65.1%) 21명(19.8%)
24명(22.6%) 10명(9.4%) 6명(5.7%)
3명(2.8%)
59명(55.7%)
88명(83.0%)
11명(10.4%) 20명(18.9%)
7명(6.6%)
0명(0%)
88명(83.0%)
11명(10.4%)
7명(6.6%)
0명(0%)
69명(65.1%)
24명(22.6%) 10명(9.4%)
3명(2.8%)
79명(74.5%) 17명(16.0%)
9명(8.5%)
0명(0%)
4-9
79명(74.5%)
17명(16.0%)
9명(8.5%)
0명(0%)
4-8 80명(75.5%)
88명(83.0%) 19명(17..9%)
11명(10.4%) 7명(6.6%)
7명(6.6%)
0명(0%)
4-10
0명(0%)
4-10 79명(74.5%)
80명(75.5%) 17명(16.0%)
19명(17..9%) 9명(8.5%)
7명(6.6%)
0명(0%)
4-9
0명(0%)
4-10 80명(75.5%) 19명(17..9%)

7명(6.6%)

0명(0%)

Excellent
Excellent

80
80
70
70
80
60
60
70
50
50
60
40
40
50
30
30
0명(0.9%)
40
0명(0%)
20
0명(0%)
20
0명(0%)
30
0명(0.9%)
10
0명(0%)
10
0명(0%) 20
0명(0%)

0명(0%)
0명(0%)
0명(0%)

10

0명(0%)

Very good
Excellent
Very good
Good
Very
Goodgood
Poor
Good
Poor
Very good
Poor
Very good
Very good

4-1 4-2 4-3 4-4 4-5
4-1 4-2 4-3 4-4 4-5
4-1

90
90
80
80
90
70
70
80
60
60
70
Very Poor 50
Very Poor 50
60
40
0명(0%)
40
0명(0%)
Very
Poor
50
30
0명(0%)
30
0명(0%) 40
0명(0%)
20
0명(0%)
20
0명(0%)
30
0명(0%)
10
1명(0.9%)
10
1명(0.9%)
20
0명(0%)

0명(0%)
0명(0%)
1명(0.9%)

Excellent

10

0명(0%)

4-2

4-3

4-4

4-5

Excellent
Excellent
Very good
Excellent
Very good
Good
Very
Goodgood
Poor
Good
Poor
Very good
Poor
Very good
Very good

4-6 4-7 4-8 4-9 4-10
4-6 4-7 4-8 4-9 4-10
4-6

4-7

4-8

4-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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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Meals
Accomodation
/ 숙소
4-12)
/ 식사

90

Excellent
Excellent

Poor

Very Poor

50

4-6 59명(55.7%) 21명(19.8%) 20명(18.9%)

Excellent

Very good

Good

6명(5.7%)

0명(0%)

40

4-7 69명(65.1%) 24명(22.6%) 10명(9.4%)

3명(2.8%)

0명(0%)

30

4-8 88명(83.0%) 11명(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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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6.6%)

0명(0%)

0명(0%)

20

4-9

79명(74.5%) 17명(16.0%)

9명(8.5%)

0명(0%)

1명(0.9%)

10

4-10 80명(75.5%) 19명(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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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6.6%)

0명(0%)

0명(0%)

Poor
Very good

4-6

4-7

4-8

4-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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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4-11) Accomodation / 숙소
4-12) Meals / 식사
4-13) Staff and Volunteer /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90

Very good

80
70

Good

60
50

Good

Poor

Very Poor

40

7명(6.6%)

2명(1.9%)

0명(0%)

30

4-12 65명(61.3%) 23명(21.7%) 15명(14.2%)

2명(1.9%)

1명(0.9%)

20

4-13 90명(84.9%) 12명(11.3%)

1명(0.9%)

0명(0%)

Excellent

Very good

4-11 85명(80.2%) 12명(11.3%)

3명(2.8%)

10

4-11

4-12

4-13

4.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1) 개최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15년 제6회 제주국제청소
년포럼은 안전, 행복, SNS, 평화를 주제로 2015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소재한 제주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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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는 자매․우호 등 교류도시 10개국 20개 도시에서 130명(
교사 104명, 학생 26명), 그리고 도내 학생 등 총 300명이 참가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대
한 상호 이해 및 국제마인드 고취는 물론 미래 글로벌 지도자의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친
제주인 육성의 장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도시 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중국(40명) : 상해, 북경, 해남, 흑룡강, 대련, 복건, 산둥,
일본(17명) : 아라카와, 시즈오카, 홋카이도, 카시마시
러시아(10명) :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미국(5명) : 하와이
베트남(5명) : 키엔장
몽골(5명) : 셀렝게
말레이시아(5명) : 페낭
오만(6명) : 무스카트
카타르(5명) : 도하
한국(32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는 도와 교육청이 공동분담하여 체재비를 지원하고 항공료는 참가도시가 부담
하였다. 주최기관의 역할분담은 제주도가 총괄, 참가자 섭외, 폐회식, 문화체험 등을 담
당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오리엔테이션, 패널토론 진행, 홍보 등을 담당하였다.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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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결과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이후 2015. 12. 1(화) 11:00에 도청 제1청사 별관 4층 환경마루
에서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평가회의에는 도청 6명, 교육청 3명, PCO 1명, 연수원 1
명,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1명으로 총 12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결과, 포럼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반적 진행을 학생들에게 위임, 학생이 행사 주
체가 되었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언어 등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패널
토론 깊이가 심화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 함양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참가국, 참가도
시, 참가학생이 외형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카타르(도하)에서 처음 참가
하는 등 참가국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패널 참가자, 학생 외교관(자원봉사) 등 참가자 대다수가 재참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포럼 후 귀국해서 이메일로 감사 소감을 보내왔다. 제주국제청소년포
럼에 대해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포럼 참여목적 성취도
(94.2%), 프로그램 구성면(87.62%), 패널토론의 유익성(99.1%), 컬쳐나잇(93.6%)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래 친제주인 네트워크 형성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의의가 크며, 특히 홋카이도에서 제주교육사례 벤치마킹
을 희망하는 등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선사항으로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보건소 인력 배치 등 안전 강화가 필
요하고 PCO 업체 포럼 대비 공항영접 및 환송 계획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교육청과 도청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토론주제 선정부터 학생외
교관 지도 등 전 과정에서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포럼 참가 학생들
의 숙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한
편, 오리엔테이션 등 프로그램을 다변화해 학생들 간 친교의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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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한·아랍소사이어티 설립 및 추진 현황
1. 한·아랍소사이어티 설립 배경
‘한·아랍소사이어티(Korea-Arab Society: KAS)’는 기존 경제협력 중심의 한국과
아랍 간 관계를 정치, 문화, 학술 등 총체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및 아랍
22개국 정부 및 양 지역 기업과 유관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2008
년 5월 26일 개최된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창립 국제회의에서는 창립목표 및 향후 사업
범위를 규정한 정관을 합의한 바 있다. 이어 2008년 6월 30일, 창립이사회에서는 동 정
관을 공식문건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7월 28일 KAS는 공식 설립되
었다. KAS사무국은 한국에 있으며 회원은 한국 정부와 아랍 왕실 또는 정부 등 34개
의 도시, 단체, 기업 등이다.

2. 한·아랍소사이어티 설립 목적
한·아랍소사이어티의 정관은 단체의 설립 목적을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각
종 협력과 교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아랍세계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
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과 아랍연맹 22개국 회원국 정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이행,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아랍 각국 간의 우호 친선관계를 증진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부분에서의 경제·무역 협력기회 확대를 통
해 대한민국과 아랍연맹 회원국 간 경제관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한·아랍소사이어티 수행 사업
한·아랍소사이어티가 수행하는 사업은 문화, 전통, 과학·기술, 연구, 인적개발, 학술
등의 분야에서 일부 선별된 기존 사업을 포함하여 아랍세계에 대한 한국 내의 이해 및
아랍 세계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행사의 계획,
신설, 지원 및 참가이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과 아랍연맹 회원국 간 교류를 목적으로 하
는 인사 파견 및 초청과 더불어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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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지원한다. 또한, 한·아랍소사이어티는 아랍세계와의 관련된 국제 및 지역단체와의 협
력과 교류 강화를 통한 국제 친선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 활동 내역
▪ 2008. 5. 26 한·아랍소사이어티 재단 창립 국제회의
(※ 제주는 참여하지 않고 이후부터 참여)

▪ 2008. 6. 23 한·아랍소사이어티 재단 이사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임

▪ 2008. 6. 30 한·아랍소사이어티 재단 창립 이사회 개최 의장단 및 프로그램
심의회 선출

▪ 2008. 7. 28 재단 법인설립 등기

▪ 2010. 2. 20 아랍 측 주한대사 초청 제주 홍보
▪ 2010. 5. 5 제3회 아랍문화축전 개최

▪ 2011. 6. 1 제4회 아랍문화축제 참가 제주홍보관 운영

▪ 2011. 10. 17 제4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제주도립무용단 참가 공연
▪ 2012. 6. 12 한·아랍소사이어티 이사회 참석

▪ 2012. 11 제3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오만 참가

▪ 2012. 12. 3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중동지역 국가 참가 요청

▪ 2012. 12. 6 제5회 한·아랍문화축전 참가 및 한·아랍카라반 행사에 제주해녀
공연팀 참가 요청

▪ 2013. 1. 30 주한 중동지역 대사 초청 만찬 참석

▪ 2013. 2. 6 제8차 한·아랍소사이어티 이사회 참석

▪ 2013. 10. 24~28 아랍 지역 도시 고교생 청소년 참가 지원
▪ 2014. 3. 14 제9회 한·아랍소사이어티 이사회 참석

▪ 2014. 11. 2~8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경제사절단 참가(3명)
▪ 2014. 11. 7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서 아랍권 학생 지원

▪ 2015. 3. 11 한·아랍소사이어티 이사회 참석(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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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주 제주 총영사관 설치 및 현황
1. 주 제주 중국 총영사관
1) 주요 업무
영사 증명서류 및 비자 발급을 주요업무로 한다(2013. 4. 22부터 비자 발급 개시)
2013년에는 개인 2,068건, 단체 3,541건 등 총 5,60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 개인
9,021건, 단체 2,2174건 등 총 31,186건의 비자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화교 관련 업
무, 도내 거주 중국인 관리, 유학생·중국 투자기관 관련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2) 조직
총 14명(총영사: 1명, 부총영사: 1명, 영사: 3명, 부영사: 3명, 전문기능직: 3명, 한국
인: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현 총영사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성명 : 장씬(張欣)
■ 생년월일 : 1955. 8. 30(여)
■ 학력 : 베이징 제2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 주요경력
- 1982 중국 외교부 입부
- 2003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 2006 외교부 영사국 참사관
- 2008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 2012. 6~ 주 제주 중국 총영사
※ 펑춘타이(馮春臺)신임 총영사는 16. 1. 22 취임

3)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0(도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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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 2010. 5 한중 양자회담 시 제주, 다롄에 영사사무소 설치 합의
▪ 2011. 7 한중 외교장관 회담 시 총영사관 설치 결정
▪ 2012. 7. 14 주 제주 중국 총영사관 설치

▪ 2012. 8. 29 선양 총영사관 다롄 출장소 개관

2. 주 제주 일본 총영사관
1) 주요 업무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자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 유학, 비즈니스,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
급(관광비자는 항구 면제) 업무, 일본문화공보문화원 운영, 각종 전시회 및 문화이벤트
개최 등의 공보문화 업무, 그리고 일본 중앙정부에 건의 사항 전달(제주특별자치도→일본
국)하는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조직
총 19명(총영사: 1명, 수석영사: 1명, 영사: 2명, 부영사: 2명, 파견직원 등)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현 총영사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
■
■

성명 : 테라사와 겡이치(寺澤元一)
생년월일 : 1956. 9. 6(남)
학력 : 천리대학 외국어학부 조선어과 졸업
주요경력
- 1979. 4 일본 외무성 입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 북미국 일미안전보장조약과 등에서 근무
- 2003. 2 주한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과거에 이어 3번째 근무)
- 2008. 7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 지역조정관
- 2009. 12 주미크로네시아 일본국대사관 참사관
- 2012. 11 내각관방 부장관 보좌 기획관
- 2014. 8 북미국 북미제일과 기획관
- 2015. 4~ 주 제주 일본 총영사관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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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3)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노형동)

4) 연혁
▪ 1991. 1 주한 일본대사관 제주주재관 사무소 개소
▪ 1997. 1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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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제주평화연구원 연혁(1991~2015년)
2015년
[11. 27]
[11. 12]
[11. 05]
[10. 29]
[10. 26]
[09. 08~09]
[07. 15]
[07. 08]
[06. 19]
[05. 08]
[02. 25]
[02. 11]
[02. 10]
[02. 09~10]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MOU 체결식 및 기념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015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제12차 한·중동협력포럼
제10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JPI-FEFU-SNUAC-MOFA 공동학술회의
통일부장관 초청 정책간담회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
한미 사이버안보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 '사이버안보를 위한 모범사례'
제주평화연구원-아산정책연구원 공동워크숍
JPI-성균관대 토대연구팀 공동세미나
미네르바 정치학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한국외대 현대경제사회연구원 EU센터-JPI 공동학술회의

2014년
[12. 20~21]
[11. 21~22]
[11. 14]
[11. 07]
[10. 30]
[10. 24]
[10. 14~15]
[09. 12]
[08. 21~22]
[07. 17]
[07. 08]
[03. 28]
[02. 19]

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
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회의
서울대학교SSK연구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세종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014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제9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JPI-통일연구원 공동회의
통일교육원(미래지도자과정)-JPI 공동워크숍
JPI-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학교 공동학술회의

2013년
[12. 18]
[12. 13~14]
[12. 11]
[11. 21~23]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KAIS 연례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JPI-동북아역사재단 한·중학술회의
JPI-KAIS-CSGS Joint Conference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 329

[11. 15~16]
[10. 04]
[10. 29~30]
[10. 22~23]
[06. 13]
[05. 29~31]
[05. 02~04]
[04. 17]
[03. 29]
[03. 14]

JPI-KACUNS 공동주관 2013 동아시아 UN세미나
제주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MOU체결 기념학술회의
제8차 JPI-FNF Joint Workshop
제10차 한·중동 협력포럼 “Meeting Global Challenges through Partnership”
제2차 GCC 국가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콜로키움 일정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차 전문가 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천진사회과학원 공동학술회의
개원7주년 기념 [JPI정책포럼] 기획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PRIO-HUFS 공동학술회의

2012년
[11. 29]
[11. 17~19]
[11. 05]
[10. 26]
[10. 15]
[09. 19]

제주평화연구원-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제9차 한·중동 포럼 "Forging a Partnership for Today's World"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문태영 제3대 원장 취임
7th JPI-FNF 공동학술회의 "Euro Crisis: Causes and Consequences
for Europe and East Asia"

[08. 23]
[08. 13]
[07. 13]
[06. 28]
[06. 12~13]
[05. 31~06. 02]
[03. 23]
[02. 15]
[02. 07]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012 한국-러시아 전문가 제주포럼
제3차 JPI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학교 SSK 연구팀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ISIS 공동국제학술회의 “2012-2013 EUSK COOP-Jeju” workshop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민대 일본학 연구소-대토론회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21세기 정치학회-부경대 국제지역연구소
공동세미나

[02. 02]

제주평화연구원-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제1차 학술회의

2011년
[12. 20]
[12. 09~10]
[12. 02]
[11. 25]
[11. 18]
[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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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 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2차 공동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제8차 한·중동 협력 포럼: 격변기 한국-GCC(걸프협력협의회) 관계 강화

[10. 06]
[09. 30]
[07. 28]
[07. 22]
[07. 15]
[06. 22~23]
[05. 27~29]
[04. 29]
[03. 18]

제6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1차 공동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Globalization and Korea-Mongolia Cooperation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제주평화연구원-Pacific Forum CSIS Joint Seminar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2010년
[12. 21]
[12. 06~07]
[12. 02]
[11. 19]
[11. 05]
[11. 03]
[10. 29]
[10. 22]
[10. 18~20]
[08. 18]
[08. 15~17]
[07. 16]
[06. 24~25]
[06. 17~18]
[04. 22]

UN환경대학(원) 유치를 위한 세미나
JPI-KF-U.S. Embassy Seoul Joint Symposium
제주평화연구원-중국국제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5차 JPI-FNF 공동워크숍
제주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세미나(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평화연구원 공동 주최)
JPI-IFANS-ASIA Foundation 공동학술회의
제1차 JPI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동북아의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
제4차 JPI-FNF 공동워크숍
JPI-IFANS 전시작전통제권 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콘라드아데나워재단·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009년
[11. 24~26]
[11. 23]
[11. 06]
[11. 02]
[10. 29~30]
[10. 16]
[09. 25]
[09. 17]
[09. 11]

스위스 제네바 UNITAR 본부 대표단 당원 방문
JPI-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세미나
베를린장벽붕괴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JPI-세계정치학회 공동국제학술회의
제3차 JPI-FNF 공동워크숍
소프트파워 외교전략세미나(외교통상부 공동주최)
JPI-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JPI-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JPI-EAI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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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06. 12]
[03. 27]
[03. 20]
[01. 29]

제주프로세스의 추진: 그 이상과 현실
제주평화연구원 학술회의-평화유지활동의 회고와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창립 3주년 기념 학술회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4주년 기념 세미나(범도민 실천협의회와 공동주최)

2008년
[12. 15]
[11. 13]
[10. 17]
[10. 06]
[08. 22]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JPI-KAF(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워크숍
제2차 JPI-FNF(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한태규 초대원장 취임
2008년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세계지역학회 공동주최 건국
60주년 기념 하계학술회의-제주프로세스 세션 개최

[07. 17, 11. 29]
[06. 17, 08. 06]
[05. 17]
[03. 20]
[02. 20~23]

제주프로세스 워크숍(1차, 2차)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워크숍(1차, 2차)
2008년 일본학 국제비교학술대회
UN평화활동 아태센터 정책토론회
동해표기 전략 콜로키움

2007년
[10. 26]
[10. 16]

동해표기확산 전문가 전략워크숍 (주최: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제1차 제주프로세스 국제회의, 동북아시아의 다자협력과 분쟁예방: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주최: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07. 11]

JPI 브라운백 미팅(JPI 국제화 전략: 유럽평화연구기관과의 제휴와 협력을
통하여)

[06. 21~23]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 경험의 탐색,
주최: 제주특별자치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2006년
[07. 25]

국제평화재단 제2차 이사회 개최 - 제4회 제주평화포럼 조직, UN 평화활
동 센터 등 논의

[03. 24]
[03. 10]
[02. 28]
[01. 12]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국제평화재단 제1차 이사회 개최 - 규정 채택, 예산 심의 및 채택, 사업 확정
제주국제평화센터 준공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 설립 발기: 동북아시대위원회·외
교통상부·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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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6. 09~11]
[01. 27]
[01. 12]

제3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노무현 대통령,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
‘제주 평화거점화 추진방안’으로 동북아 평화·번영 구현을 위한 연구원 설립
계획을 대통령에 보고

2003년
[10. 30~11. 01]
[03. 22]

제2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제주국제평화센터(舊: ‘세계정상의 집’, ‘제주밀레니엄관’) 기공

2001년
[06. 15~17]

제1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 ‘제주 평화선언’ 을 통해 평화활동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제기

1999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現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 근거 마련

1991년
[04. 18]

한·소 정상회담 제주 개최로 ‘평화의 섬’ 논의 태동. 이후 미국·일본·중국
등 12개국 20명 정상의 제주 회담 또는 방문으로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구체적 논의 확산 - 민간 학자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제주국제협의회’, 평화의
섬 논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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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세계평화도시 목록 및 선정 배경

도시명

선정배경

히로시마

원폭의 실상을 알리고 반핵운동에 앞장섬

나가사키

원폭의 피해를 극복하고 평화사업 시행

오키나와

오키나와 전투의 평화적 극복

아시아
(12)

남경

남경대학살의 희생자 추모와 평화정신의 전파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소재지

해남

중국최대의 경제특구로서 국제도시로 부상(자매도시)

대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적극 협조(우호도시)

하노이
타슈켄트

인류애를 가지고 고려인 정착에 도움

아샤바드

영세중립국 선언(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홍콩
올롱가포(필)

다인종ㆍ다문화의 국제도시
환경정책과 범죄퇴치(유네스코 평화도시상)

헤이그

이준 평화박물관 등이 있는 국제평화도시

제네바

세계분쟁지역의 평화협상 개최

오스나브뤽
더블린
얄타
블라디보스토크
유럽
(11)

베트남전쟁의 극복과 사회간접자본의 구 축(유네스코
평화도시상)

사할린

평화도시로서 레마르크 평화상 제정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동유럽인구의 수용
얄타 회담 등 국제평화회의 개최지
개방 이후 국제도시로 부상
2차대전 당시 이주한 한인이주민들의 정착에 도움

데프트(네)

환경/문화 분야에서 보스니아에 대한 지원(유네스코 평화도
시상)

팩스(헝가리)

인종분리주의적 경향 극복하고 다문화도시 건설(유네스코
평화도시상)

빌니우스(리)

문화재복원 및 범죄퇴치 운 동으로 문화도시로 거듭남
(유네스코평화도시상)

스톡홀름

334 - 제주특별자치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있는 국제평화도시

도시명
아메리카
·
호주 (3)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호바트
요하네스버그
탕헤르

중동
·
아프리카
(5)

국내
(7)

샴엘-세이크
쿠웨이트

선정배경
세계 각처의 인종이 조화를 이룬 국제도시
태평양 전쟁의 피해 복구와 평화정착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평화정신의 구현
인종차별의 극복과 평화 전파
영세중립의 국제도시 지위 획득한 역사적 경험
황무지 이용과 환경관리로 국제적 관광도시 건설(유네스코
평화도시상)
걸프전 이후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 수립 위해 노력

룸바(콩고)

문맹퇴치, 성병/에이즈 예방, 초등중교육 정상화(유네스코
평화도시상)

광주광역시

5·18정신을 기반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지향

파주시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평화사업 추진

포천시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평화사업 추진

연천군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평화사업 추진

철원군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평화사업 추진

고성군(강원)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평화사업 추진

거창군

거창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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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심

의

제8호

2004. 12.

년월일

심의
사항

.

(제 6 회)

제주 세계평화의섬 지정계획(안)

제출자
제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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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2004. 12.

.

1. 의결주문
제주도 세계평화의섬 지정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요 정상회담의 개최 및 제주평화포럼,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평화를
실천하고 있는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를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평화실천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 ‘00.1.18『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세계평화의섬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주요골자
가. 세계평화의섬 지정구역은 제주도 전역(면적 : 1,847.8㎢)으로 함
나. ‘91년 이후 동북아 주요국 정상회담 개최, 제주평화포럼 유치,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제주평화의섬 지정 추진 공감대 형성
다. 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를 동아시아 외교중심지로 육성
• 각종 정상회담과 남북회담, 국제회의 및 기구유치 지원

라. 제주평화포럼의 정례적 개최
•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아·태지역 대표포럼으로 육성

마. 평화연구 및 실천사업을 전담할 가칭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연구와 관련사업 추진

바.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위한 4·3의 발전적 해결 모색
•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발굴사업 추진 등

사. 환경·인권·교통 등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대처하는 국제적 문제해결 네트워크
구성 주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붙임2)
나. 합
의 :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10개 부처와 합의 되었음
다. 기
타 : 관련부처 합의결과(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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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목적
□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 평화를 브랜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논의의 장이자
◦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완충센터로 발전

Ⅱ. 추진배경
□ ’91년 한·소 정상회담 제주개최 이후 동서냉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논의 본격 전개
◦ 한·소(’91), 한·미(’96), 한·일(’96, ’04) 정상회담 개최
◦ 동북아 주요국 정상 및 외국 주요인사의 제주방문 활발
□ 평화 실천활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하여 세계평화의섬 지정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
◦ 정상회담 및 외국정상방문과 제주의 평화정신을 기념하게 될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추진
(’01 ~ ’05)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제주평화포럼을 격년제로 개최
(’01, ’03)
◦ 인도적 차원의 감귤보내기 운동과 남북민족평화축전 등을 통한 활발한 남북민간
교류활동 전개 (’98 ~ ’04)
□ 제주도개발특별법(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세계평화의섬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00.1)
◦ 근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
•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제주를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절차 : 지정계획안 작성(제주도) → 정부(건교부)에 제출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위원회 심의 → 지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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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삼무정신의 계승과 현대사의 비극인 4·3의 아픈 과거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
(’00 ~ ’04)
◦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사과 및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등 제주4·3해결
본격화
□ 제주도를 세계평화의섬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국정목표인「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구현에 기여
◦ 대통령께서 세계평화의섬 육성의지 표명
•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섬으로 우뚝 설 것임 (’03.10)
• 제주도민들이 평화의섬에 대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나서는 것은 국가정책에 큰 도움이 됨 (’04.3)

◦ 세계평화의섬 지정전략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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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제주도 현황과 위치>

□ 일반현황
○
○
○
○
○

면 적 : 1,847㎢ (전 국토의 1.8%)
인 구 : 554천명 (전 인구의 1.1%)
평균기온 : 8월 26~27℃, 1월 5~6℃ (연평균 15℃)
지역총생산(‘02) : 5조 3,741억원 (전국의 0.9%)
산업구조(%) : 1차산업 17.7, 2차산업 3.6, 3차산업 78.7

□ 역사적 위치
○
○
○
○
○
○
○
○

상고시대 ~ 삼국시대
1223년(고려 고종 10년)
1270년(고려 원종 11년)
1273년(고려 원종 14년)
1416년(조선 태종 16년)
1946년 8월 1일
1948년 4월 3일
1951년

탐라국으로 불림
濟州 명칭 처음 사용
삼별초 항쟁
몽골직할령화(100년 지배)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설치
제주도제(道制) 실시
4·3사건 발생
한국전쟁시 육군 제1훈련소 설치

□ 지리적 위치
○ 우리나라 목포와 149km, 부산과
286km, 서울에서 469km 거리
○ 일본 후쿠오카와 502㎞, 중국 상하이
와 700㎞ 거리
○ 2시간 비행거리에 동아시아 500만
이상 18개 도시 위치
○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도시로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
 동경 126°08′~126°58′,
북위 33°06′~34°00′
 위 현황은 평화의 섬 지정계획(안) 수립 당시 자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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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세계의 평화도시 >
구분

일본 히로시마

개요

인구 : 113만명

배경

스위스 제네바

독일 오스나브뤽

제주도

인구 : 18만명

인구 : 68천명

인구 : 55만명

면적 : 282.2㎢

면적 : 119.79㎢

면적 : 1,867㎢

제2차세계대전시

중립국으로서

1648년 베스트팔렌

50여만명 원폭희생

상징적 도시

조약 기념

시의회에서
지정

평화도시지정

세계평화의 도시

(‘54. 10)

시의회에서 평화도시
지정(‘02. 10)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의 상징적
장소
중앙정부에서
평화의섬 지정
(‘04. 12)

세계 주요
평화기념
주요
활동

도시건설법
평화도시기념비
평화기념공원
평화연구소(‘96)

국제기구 본부

오스나브뤽평화

(WTO, ILO, WHO,

후원법

국제적십자사 등) 및

평화토론 조직체

각종 평화 조약체결

레마르크 평화상

중심지,

레마르크 평화센터

연간 각종 국제회의

평화포럼 개최

평화공원 조성
평화센터 설립
평화포럼 개최

700여건 개최

효과

전쟁으로부터

국제기구 유치

평화의 중요성을

등을 통한 실질

EU를 대표하는

일깨우는 교육의

국제평화중심지로

평화도시로 알려짐

산실

자리매김

동북아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평화거점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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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전략
1. 평화의 창출 : 평화실천사업을 통해 평화를 창출
○
○
○
○

주요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제주를 동아시아 외교중심지로 육성
제주평화포럼을 아태대표포럼으로 육성
정상방문을 기념하는 전시·교육 공간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위한 제주 4·3의 해결

2. 평화의 확산 : 평화연구 및 교류를 통해 평화를 확산
○ 평화연구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 남북관련 회담 및 민간교류 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다자간 경제협력체 유치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 전개

3. 평화의 정착 : 평화의 제도화 및 유지
○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 환경, 인권, 교통 등 인류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강화

평화의
창출
평화사업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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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확산
평화 연구활동

평화의
건설
평화의 제도화

Ⅳ. 사업계획
1. 평화의 창출 (Peace Making)
1-1.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로 육성
□ 추진현황
○ ‘91년 이후 제주는 구소련,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지도자들이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섬으로서 국내외에 각인
• ‘91년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구소련 대통령 회담
• ‘95년 장쩌민 중국국가주석, ‘98년 후진타오 국가부주석 방문
• ‘96년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 회담
• ‘96년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총리 회담
• ‘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 회담
※ 외국 정상들의 방문은 제주도가 휴식을 취하면서 대화를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로서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사실을 입증

□ 추진계획
○ 국가 차원에서 제주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협력 관련 주요회담 개최지로 활용,
제주를 동아시아 외교중심지로 육성 (외교통상부)
•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부지원 시스템 강화
•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및 미·일·중·러 정부책임자가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력체 구상 실현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현에 기여
•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회의 및 외국인사들의 방문지로 지속 활용

1-2. 제주평화포럼의 정례적 개최
□ 추진현황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 논의의 장으로서 격년제로 개최
• 2001년 6·15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제주평화포럼(‘01.6.15~6.17) 개최
• 2003년 6자회담의 개최전망 등 “동북아평화공동체의 건설”을 주제로 제2회 제주평화포럼
(‘03.10.30～11.1) 개최

□ 추진계획
○ 제주평화포럼의 정례화를 통한 상설 평화협의체로 육성
○ 제주평화포럼을 중국 해남성 보아우 포럼과 같이 아·태지역 대표적 포럼으로 육성
지원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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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3 : 중국해남성 보아우 포럼 >

 “보아우” 포럼 (2002.2.27. 설립, 연차총회 매년 1회)
- 1996년말 Hawke 호주 전총리, Ramos 필리핀 전대통령이 공동으로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
창설을 구상
- 1999.10 Hawke와 Ramos가 후진타오 부주석을 면담, 동 구상 논의
- 1999.12～2000.2 중국과 호주가 함께 동 포럼 창설을 위한 계획서 작성
- 2000.7

중국정부가 보아오를 포럼 장소로 결정, 정부차원에서 포럼 창설 후원

- 2001.2 포럼 출범 (아시아 26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가입)

1-3.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목 적 : 세계 정상들의 제주방문 자취를 담은 기념관(정상들의 밀랍전시 포함) 건립을
통해 평화의섬의 랜드마크 기능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 규 모 : 부지 8,434평, 연건평 2,155평 (지하1층, 지상2층)
○ 사업비 : 300억원 (건축시설 175억, 전시시설 110억, 부지 15억)
○ 사업기간 : 2001~2005년 (*건축공사 착공 : ‘03.3.22)
□ 추진계획
○ ‘05년중 전시물 제작 및 전시자료 확보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 제주방문 주요 외국 정상 섭외 및 실물 밀랍 인형 제작
• 남북교류, 정상회담 등 전시자료 및 주요정상들의 소장품 확보

○ ‘05년 하반기 중 개관 (문화관광부)

1-4. 평화와 상생을 위한 4·3의 해결
□ 추진현황
○ ‘00. 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4·3 해결의
기틀 마련
• 4·3 특별법 제정 : ‘00.1.12.
• 4·3 사건 희생자 심의·결정 : ‘02년부터 현재까지
•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및 4·3 정부 사과 : ‘03.10
• 4·3 평화공원 조성 : ‘01～‘08년 (*제1단계 사업완료: ‘04.4)

○ 대통령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사과 (‘03.10.31)
•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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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4·3 추모기념일 지정 검토 (행정자치부)
- 제주4·3의 역사적 성격을 감안하여 추모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교육자료로 활용 (교육인적자원부)
- 각급학교의 평화·인권 교육자료로 활용, 나아가 평화의섬 등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자료로 개발·보급
○ 4·3평화공원 조성 (행정자치부)
- 단계별로 추진 (3단계 사업은 2단계 완료시점에서 검토)
• 1단계(‘03) : 112억, 2단계 (’04～‘06) : 380억, 3단계(’07이후) : 401억원

- 조성면적 : 396,743㎡(12만평)
- 시설계획 : 상징조형물, 추념광장, 4·3사료관, 4·3문화관 등
○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추진 (행정자치부)
- 발굴 후 유적지 보전 및 복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지원

2. 평화의 확산 (Peace Expansion)
○ 평화 연구·실천활동을 통해 지역적 단위에서 국가, 세계적차원으로
평화를 확산
○ 남북교류사업을 통한 남북평화네트워크 형성, 국제교류활동 주도

2-1. (가칭) 동북아평화연구소의 설립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국제평화센터내
○ 설립시기 : 2005년 하반기
○ 주요기능
- 제주평화포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관리 등 평화사업 총괄
- 평화지수(Peace Index) 개발, 평화 연구·출판 및 교육활동
- 외국의 평화관련 기구 유치 및 평화교류 협력활동 전개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평화네트워크 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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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02. 2. 평화연구·사업을 총괄할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 ‘03. 3. (가칭)동북아평화연구소 입주시설인 제주국제평화센터 기공
□ 추진계획
○ ‘05년 상반기에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설립
추진 (동북아시대위원회, 외교통상부)

2-2. 모슬포 전적지 공원조성
□ 사업개요
○ 배경 : ‘85년 이후 모슬포전적지정비계획 등이 있었으나, 국가정책지원 미흡으로
전적지 보존방안 시급
○ 모슬포 주변 전적지 현황
• 한국군 전적지 : 육군 제1훈련소, 강병대 교회 등 6개소
• 일본군 전적지 : 격납고, 비행장 등 51개소

○ 조성개요 : 전적지공원 조성 및 국방기념관 건립
□ 추진계획
○ ‘05년 기본타당성조사(남제주군) 후 ‘06년부터 부지확보, 재원조달 방법 등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 (국방부)

2-3. 제주 Water Science Park 조성
□ 사업개요
○ 배경 : 세계적 수준에 있는 제주의 물자원 관리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
물 교육 중심지로 육성
○ 사업내용
- 물 이용역사 전시관, 지하수 전시관, 과학관, 물 학습관 등 추정금액 300억원 규모
(제주도 북제주군 교래리 인근 66천㎡)
□ 추진계획
○ ‘05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6년부터 국비지원 등 제주 Water Science
Park 조성 본격 추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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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남북평화 네트워크 활동
□ 추진현황
○ ‘98년부터 북한감귤보내기운동 전개, 3차례의 도민 북한방문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00.9) 개최
○ 남북화해와 통일 한마당으로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 ‘03.10.23~27)>을
개최하여 한민족 화해와 단합을 도모
□ 추진계획
○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제주에서 남북 관련회담(남북장관급 회담등)의
정례적 개최지로 활용(통일부, 국방부)
○ 감귤보내기 운동, 민족평화축전 등 화해협력 교류사업 지속 전개(통일부)

2-5. 국제교류활동의 전개
□ 추진현황
○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차원의
국제교류 및 평화활동을 주도해 옴
•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 ITOP(섬관광정책)포럼 창설 등

□ 추진계획 (외교통상부, 통일부, 재정경제부)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다자간 평화협의체 유치
○ UN산하 국제기구 또는 동북아 FTA 관련 경제협력기구 유치
○ 한반도평화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책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전

3. 평화의 정착 (Peace Establishment)
3-1.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구현을 위한 장소
(외교통상부, 통일부)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관련 기구유치 및 관련 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북아 주변국가와 협력체제 강화

3-2.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대추구
○ 인권, 질병, 교통, 범죄, 환경문제 등 사회·문화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대를
위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활동전개
○ 황사, 물부족 등 전 지구적 문제에 공동대처하는 국제적 문제해결 네트워크 구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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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 한반도의 평화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에 기여
□ 적극적 평화협력 및 실천활동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국제교류
중심지로 발전
□ 세계평화의섬 사업과 연계된 지역개발과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 제주를 찾는 관광객 및 내·외국인들에게 평화교육 및 체험의 장 제공
□ 제주의 평화 이미지 각인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토대 마련, 투자유치 활성화

Ⅵ. 향후 추진계획
□ ‘04. 11월말~12월 : 제주국제자유도시 실무위·추진위 심의
□ ‘05. 1월 초 : 대통령께 제주 평화의섬 지정 건의(건교부)
□ ‘05. 1월 중순 : 제주 평화의섬 지정(대통령 재가)
 공포일시는 지정시기와 연계하여 별도 검토
□ ‘05. 2~12월 : 평화의섬 세부실천계획 수립(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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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평화의섬 사업 부처별 지원사항
사업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지원사항

추진일정

1.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
- 남북경제교류, 경제협력체

재경부

- 신설시 제주유치 추진

2005. 1~

2-1. 4·3진상보고서 국사교과 게재
2-2. 평화프로그램 육성지원

교육부

- 교과집필시 자료활용
- 프로그램개발시 반영

2005. 1~

3-1. 감귤보내기 운동
3-2. 민족평화축전 개최
3-3. 남북장관급, 군사당국자회담
제주개최

통일부
- 지속 지원
통일부
- 지속 지원
통일부, 국방부 - 적극유치 지원

4-1. 평화관련 국제회의 제주개최

외교부

4-2. 동북아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외교부

4-3. 제주평화포럼 개최
4-4.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5-1. 제주4·3 국가추모기념일 지정
5-2. 제주4·3 평화공원 조성

외교부
동북아위
외교부
행자부

5-3. 유적발굴 보존관리

2005. 1~
2005. 1~
2005. 1~

- 국제회의 및 외국인사방문지로
활용
- 장기 검토하되, 유사협의체인
‘05 동북아협력대화(NEACD)
개최 검토

2005. 1~

- 현행수준 국비지원
- 계획수립 후 설립추진

2005. 1~
2005. 1~

- 입법추진중인 “제주4․3특별법”등
개정지원
- 3단계 사업은 2단계 완료시
별도 지원
- 계획 확정시 지원

2005. 1~

2005. 1~

2005. 1~
2005. 1~

6-1. 모슬포 전적지 공원조성
- 전적지보전 및 기념관조성

국방부

- ’05년 제주도에서 타당성조사 후,
‘06년 토지사용 등에 대해
협의·추진

2005. 1~

6-2.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로 육성
- 제주 Water Science Park 조성

환경부

- ‘06년부터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추진

2005. 1~

7-1. 제주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섭외
7-2. 제주국제평화센터 컨텐츠 확보

외교부
- 완공시까지 정부지원
통일부, 국방부 - 완공시까지 정부지원

2005. 1~

제주도 : 평화 시민운동 및 제주평화포럼 등 평화사업에 대한 행·재정 등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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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세계평화의섬 지정 후속조치계획(안)

세계평화의섬 지정 후속조치계획 (案)

2005. 2

국제자유도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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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원의 『세계평화의 섬』지정을 통하여 확정된 17대 사업을 중심으로
제주도, 한반도, 국제적 수준에서 내실있는 후속조치 마련
○ “인간에 대한 모든 위협요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보장
되는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 즉,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마련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 353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조치계획(안)
○ 국가 차원의 『세계평화의 섬』지정을 통하여 확정된 17대 사업을 중심으로
제주도, 한반도, 국제적 수준에서 내실있는 후속조치 마련
○ 제주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 및 인류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

Ⅰ. 추진목표
推進戰略
◇ 후속조치 추진체계 마련
○ 도내외 관련 인사들이 망라된 범도민 평화 실천기구 설치
○ 제주도, 국내적, 국제적 수준의 평화실천 활동 과제 선정

◇ 부문별 평화실천 사업 전개
⇩

○ 17대 사업별 각 후속조치 마련 → 정부지원 확보
○ 분야별 평화시민운동 전개 →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推進目標
◇ 범 도민적 공감대 → 범 국민적, 세계적 공감대 조성
○ 인권, 환경, 빈곤 등 제반 위협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평화의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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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과제
□ 추진방향
○ 인권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제주 평화공동체 구현
○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국제자유도시
○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환경친화적 발전모델
○ 남·북한 화해협력과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도역할 수행

이념적 측면

인간과 자연의조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역과 세계의 조화

제주국제자유도시

도민과 역사의 조화

4·3의 발전적 해결

평화논의 및 교육의 중심지

평화포럼, 국제평화센터

평화연구 및 실천의 중심지

평화연구소, 남북교류

적극적 평화의 실현

평화연구소, 남북교류

주체간의조화

세계평화의 섬

전략적 측면

자연
·
문화
·
인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

평화네트워크

□ 추진과제
○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17대사업의 추진
(붙임 : 부처별 지원사업)
○ 제주를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과 도민들의 역할
과제 선정을 통하여 평화체감지수를 높임
• 범도민 평화실천기구 설립을 통한 과제 선정 및 추진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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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에 의한 17대 사업
사업명

1.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
- 남북경제교류, 경제협력체
2-1. 4·3진상보고서 국사교과 활용
2-2. 평화교육 지원
3-1. 감귤보내기 운동
3-2. 민족평화축전 개최
3-3. 남북장관급, 군사당국자회담
제주개최

주관부처
(관련부처)

통일부,외교부 - 신설시 제주유치 추진
(재경부)
교육부

외교부

4-2. 동북아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외교부

외교부
동북아위
외교부

5-1. 제주4·3 국가추모기념일 지정
5-2. 제주4·3 평화공원 조성
5-3. 유적발굴 보존관리

- 교과집필시 자료제공
- 프로그램개발시 반영

통일부
- 지속 지원
통일부
- 지속 지원
통일부, 국방부 - 적극유치 지원

4-1. 평화관련 국제회의 제주개최

4-3. 제주평화포럼 개최
4-4.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지원사항

행자부

추진일정
2005~

2005~
2005~
2005~
2005~

- 국제회의 및 외국인사방문지로
활용
- 장기 검토하되, 유사협의체인
‘05 동북아협력대화(NEACD)
개최 검토

2005~

- 현행수준 국비지원
- 계획수립 후 설립추진

2005~
2005~

- 입법추진중인 “제주4․3특별법”등
개정지원
- 3단계 사업은 2단계 완료시
추진여부 검토
- 발굴조사후 추진여부검토

2005~

2005~

2005~
2005~

6-1. 모슬포 전적지 공원조성
- 전적지보전 및 기념관조성

국방부

- ’05년 제주도에서 타당성조사 후,
‘06년 토지사용 등에 대해
협의·추진

2005~

6-2.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로 육성
- 제주 Water Science Park 조성

환경부

- ‘06년부터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추진

2005~

7-1. 제주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섭외
7-2. 제주국제평화센터 컨텐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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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적극 지원
통일부, 국방부 - 적극 지원

2005~

Ⅲ. 17대 사업의 추진
1. 동아시아 외교중심지로 육성
□ 실천과제
○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
• 평화·외교·안보 관련 국제기구, UN 산하 기구 유치

○ 평화관련 국제회의·회담의 제주개최
• UN제주군축회의 개최 정례화를 통하여 UN등과 유대관계 형성
• CSCAP, ARF 등 민간 또는 정부간 평화 관련회의 유치
• 한반도 및 동북아 국가간 또는 다자간 정상회담 개최

○ 동북아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 유럽의 안보협력체(OSCE)와 같은 협력체 창설주도 (동북아 6자 실무회담의 확대·발전시 연계 추진)
• 제주평화포럼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 (유사 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 제주 개최
추진)

□ 실천전략
○ 정부(외교부, 통일부 등)와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에
최선 (외교안보연구원 등 전문기관 협의체제)

2. 제주평화포럼을 아·태 대표포럼으로 육성
□ 포럼 정례화
○ ‘01. 제1회, ’03. 제2회, ‘05. 제3회 제주평화포럼 개최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논의
중심으로 부상 → 격년제로 정례적 개최
○ 경제포럼과 병행 개최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구상실현
□ 포럼의 위상 격상
○ 준 정부수준으로 육성하여 아·태지역 대표적 평화협의체로 발전
○ 참가자들을 세계 평화의 섬 조성 및 홍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
 국가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국 해남성 보아오 포럼 수준으로 참가회원국 확대
(보아오 포럼은 한중일, ASEAN 등 26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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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 활용방안
○ 제주 세계 평화의 섬을 대표하는 체험, 전시 공간으로 활용
○ 내·외국인 관광객에 유익한 평화 테마관광·교육시설로 육성
○ 제주 방문 정상들의 발자취를 기념하여 컨텐츠 지속 보완
□ 개관·운영
○ ‘05. 10. 개관, 초기 공공성을 지닌 외부기관에 위탁·운영
○ (가칭) 동북아평화연구소가 설립되는 ’06년 이후 동 연구소 시설로 활용

4. 제주 4·3의 해결
○ 평화의 섬 등 평화교육 지원
• 4·3 진상보고서 활용 확대, 평화 프로그램 개발

○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발굴사업 추진
• 4·3 중앙위원회 결정(추후)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 제주 4·3 추모기념일 지정
•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4·3 특별법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

5.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 설립 방안
○ 목적 : 동북아 평화연구 활동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사례 :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
○ 조직 : 이사장, 고문, 객원연구위원, 상임연구위원 등
 평화포럼 외국참가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객원연구원으로 활용
○ 재 원 : 200억원 규모 재단설립 (‘06～’08년, 국 150, 지 50)
 설립 재원 확대 검토
○ 역 할 : 평화연구 및 연구결과의 확산, 평화포럼 등 평화사업 전개
□ 추진 계획
○ 재원확보 : 외교부 및 동북아시대위원회와 협조 (‘06-’08)
○ 운영방안 : 국가 단위 연구소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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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감귤 북한보내기, 남북민족평화축전, 도민 북한방문 등 교류 지속확대
○ 남북회담(정상회담 및 군사당국자 회담 등) 및 민간교류 확대
○ 국방부, 통일부(남북회담 사무국) 등과 긴밀 협의를 통해 추진

7. 국제교류 활동 전개
○
○
○
○
○

다자간 경제협력체(동북아 FTA사무국 등) 유치
동북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협력체 운영에 적극 참여
세계 평화도시와 연대활동 : 히로시마 세계평화도시연대 가입추진
외국 영사관 유치 (중국, 러시아 등 영사업무 교류) 추진
인권, 환경, 빈곤 등 인류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주도

8. 평화 인프라 구축
가.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 사업개요
○ 배경 : ‘85년 이후 모슬포전적지정비계획 등이 있었으나, 국가정책지원 미흡으로
전적지 보존방안 시급
○ 모슬포 주변 전적지 현황
• 한국군 전적지 : 육군 제1훈련소, 강병대 교회 등 6개소
• 일본군 전적지 : 격납고, 비행장 등 51개소

ㅇ 조성개요 : 전적지공원 조성 및 국방기념관 건립
□ 추진계획
○ 기본 타당성 조사 시행 (남제주군)
• 시설배치 등 개발계획, 토지활용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 토지활용, 재원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정부협의 (‘06년 이후)

나. 제주 워터 사이언스 파크 조성
□ 사업개요
○ 배경 : 세계적 수준에 있는 제주의 물자원 관리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
물 교육 중심지로 육성
○ 사업내용 : 물 이용역사 전시관, 물 학습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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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기본 타당성 조사 시행 (제주도, 환경부)
• 시설 및 배치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확정 (제주도)
• ‘06년 이후 국비 예산 확보 추진

Ⅳ. 평화실천 세부 사업
□ 추진방향
○ 제주도민이 자발적으로 평화의섬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천하여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조성
○ 사회·문화·경제적 각종 차별요인을 최소화하고,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며 국제자
유도시로서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
□ 추진과제
 제주평화봉사단 창설

○ 민간을 중심으로 제주평화봉사단 (Jeju Peace Corps)을 발족하여 글로벌 평화
활동에 참여
• 추진계획 : 도내외 전문가 타당성 검토 → 봉사단 창설 컨셉 마련 → 전문기관 연구(세부계획 수립)

○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대학생 배낭연수 사업을 해외 평화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국
제자유도시 마인드 및 글로벌 평화의식 제고
 평화 교육의 활성화

○ 도내 대학 등을 통하여 평화School, 평화Camp 등 강좌 개설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여 사업 시행
•동북아 공동체를 선도할 국제적 지도자를 양성하고 평화의 섬 인적 자원 개발 및 협력적 리더십 고양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평화 및 인권교육 등 관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및 도 교육청 등을 통해 제주도내 및 국내에 평화
학습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평화 관련 국제회의 유치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하여 동북아 교류·협력·평화의 확대를 논의하고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도모
○ 평화·인권관련 동아시아 국제회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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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 및 사회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문화적 다양성 등에 대한 세계시민교육과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보호시스템 구축
• 범도민 평화실천기구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의 하나로서 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외국인 생활환경의 개선 (관공서 외국어 서비스, 교육문화시설 확충 등 외국인생
활환경 조성)
○ 행정갈등(님비(Nimby), 핌피(Pimfy)) 또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장치 마련
• 범도민 평화실천기구를 중심으로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 추진

 평화 분위기 확산

○ 도민 평화실천 강령 제정
• 세계 평화의 섬 지정선언문 내용에 이은 내부적 실천강령 마련
• 도민들의 평화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직능별 실천강령 제정

○ 평화주간 지정
- 평화문화축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탐라문화제에 평화분과를 신설하여 섬문화와
평화문화를 연결시키고, 남북평화축전의 성공을 토대로 하여 향후 북한예술단
의 참가 등을 검토하여 평화문화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함
- 평화의 섬 지정일인 1월 27일을 “평화의 날”로 지정하거나 평화주간으로 지정하
여 제주 평화축제, 평화 백일장 등 정례적 행사를 개최
○ 다양한 형태의 평화 관련 토론회(Peace Talk) 개최
< 예시 >
• 제주도대학생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학생 평화토론회 개최
• 제주도내 초중등교사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토론회 개최
•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여성과 인권평화토론회 개최
•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녹색평화토론회 개최

○ 평화체감 지수를 높여 도민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의
섬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율, 교통사고율 등 위험 제로의 섬으로 육성 필요
• WHO 인증 건강도시, 안전도시 지정을 통해 평화의 섬 업그레이드

○ 평화 로고·캐릭터 등 평화상징의 개발
• 현재 활용중인 제주 CI의 활용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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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체계의 구축 및 후속조치 확정일정
1. 범도민 추진기구의 설립
○기능
- 평화의섬 후속조치 과제발굴 및 실천 평가 사업 추진
- 평화의섬 홍보 및 민간 평화교류사업 전개
○ 구성 및 운영
- 평화총괄, 평화교육, 평화홍보, 평화봉사, 평화인권, 평화토론, 평화교류, 평화
상징분과 등 분과위별로 운영
• 기존 제주평화의섬추진위원회에서는 평화총괄 분과역할 담당
• 분과위는 시민사회단체 등 평화실천 단체와 도민, 제주대 평화 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연세대 등
각계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

2. 제주도청 내에 전담기구 설치검토
○ 구성 : 과 단위로 구성, 평화의 섬 사업 관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화의 섬 사업을
기획·추진
○역할
-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추진을 위한 실무적 사무.
•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및 운영 전반
• 평화의 섬 지정에 다른 후속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 동북아평화연구소 (재단) 초기 운영재원 확보 및 인적 구성
• 제주평화포럼의 정례적 개최 및 운영
•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법률 및 조례 제정

- 세계평화의 섬 관련 사업을 국내·외에 홍보한다.
• 국내·외 평화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확보
• 국민, 정부기관, 도민에 대한 홍보 및 지지기반 조성

- 세계평화의 섬 관련 기관(건교부, 외통부, 통일부 등)과의 협의체제 유지
- 산관학 협력체제의 유지

3. 후속조치계획 확정 추진일정
○ 후속조치 기본계획(안) 검토(평화의섬 추진위) : 2005. 2. 18
○ 후속조치 의견수렴(일반인 제안의견) : 2005. 3. 3까지
○ 후속조치 계획 확정(평화추진위 심의) : 2005. 3.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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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평가: 설문조사

1. 조사의 목적과 설계
1) 조사의 목적
(1)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평가 및 의견 수렴
(2) 17대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평가
○ ‘세계평화의 섬’ 및 17대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조사

2) 새로운 평화실천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 17대 사업 이후 새로운 평화실천 사업 아이디어 도출

3) 조사의 설계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문면접에
의한 1:1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의 모집단은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3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여 다단계층화 단순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최종 조사 대상자를 선정
했다.
○ 자료 수집은 KTCS에 의해 수행되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6월 7∼1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처리하였다.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출생지, 거주지 등의 변수를 가지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 이상과 같이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는 <표 4-6>과 같은 조사
내용과 방법을 통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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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민 설문조사의 설계

샘
플
링

조사 목적

◦ ‘세계평화의 섬’에 관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평가 및 의견 수렴

조사 내용

◦ ‘세계평화의 섬’ 인지도
◦ ‘세계평화의 섬’ 만족도
◦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총 표본수

◦ 300명

표본 추출 방법 ◦ 다단계층화 단순무작위 추출법
조사 방법

◦ 전문면접에 의한 1:1 개별 면접조사

조사 기간

◦ 2013. 6. 7 ∼ 6. 18

조사 기관

◦ KTCS

5)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본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인 일반 도민들의 개인별 특성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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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비율(%)

남자

149

49.7

여자

151

50.3

20대

66

22.0

30대

71

23.7

40대

68

22.7

50대

58

19.3

60세 이상

37

12.3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0.7

중학교 졸(중퇴 포함)

8

2.7

고등학교 졸(중퇴 포함)

58

19.3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중퇴 포함)

220

73.3

대학원졸

12

4.0

농·임·어업

17

5.7

자영업

47

15.7

전문·자유직

26

8.7

경영·관리직

7

2.3

사무직

65

21.7

구분

직업

출생지

거주지

빈도(명)

비율(%)

판매·서비스직

40

13.3

단순 노무직

3

1.0

기술직(기능·숙련공)

19

6.3

전업주부

25

8.3

학생

12

4.0

무직

3

1.0

기타

36

12.0

제주시(동지역)

89

29.7

제주시(읍면지역)

63

21.0

서귀포시(동지역)

64

21.3

서귀포시(읍면지역)

41

13.7

타지역(도외)

43

14·3

제주시(동지역)

124

41.3

제주시(읍면지역)

42

14.0

서귀포시(동지역)

101

33.7

서귀포시(읍면지역)

33

11.0

300

100.0

합계

○ 인구통계적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151명(50.3%), 남자 149명 (49.7%)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30대 71명(23.7%), 40대 68명(22.7%), 20대 66명 (22.0%), 50대 58명
(19.3%), 60세 이상 37명(12.3%)의 순이었다.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중퇴 포함) 220명(73.3%), 고등학교 졸
(중퇴 포함) 58명(19.3%), 대학원 졸 12명(4.0%), 중학교졸(중퇴 포함) 8명(2.7%),
초등학교 졸업 이하 2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65명(21.7%), 자영업 47명(15.7%), 판매·서비스직 40명
(13.3%), 전문·자유직 26명(8.7%), 전업주부 25명(8.3%), 기술직(기능·숙련공) 19명
(6.3%), 농·임·어업 17명(5.7%), 학생 12명(4.0%), 경영·관리직 7명(2.3%), 단순
노무직 3명(1.0%), 무직 3명(1.0%) 등의 순이었고, 기타로 36명(12.0%)이었다.
○ ‘출생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동지역) 89명(29.7%), 서귀포시(동지역) 64명(21.3%),
제주시(읍면지역)63명(21.0%), 타지역(도외) 43명(14·3%), 서귀포시(읍면지역) 41명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동지역) 124명
(41.3%), 서귀포시(동지역) 101명(33.7%),제주시(읍면지역) 42명(14.0%), 서귀포시
(읍면지역) 33명(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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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평화의 섬’ 인지도
2005년 한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256명(85.3%)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44명(14.7%)은 ‘모른다’고 응답했다.
(1)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알고 있다

256

85.3

모른다.

44

14.7

합계

300

100.0

‘세계평화의 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2007대 평화실천사업’을 들어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198명(66.0%)이 ‘모른다’고 응답했고, 102명(34.0%)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2) 2007대 평화실천사업’ 추진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알고 있다

102

34.0

모른다.

198

66.0

합계

300

100.0

(3) 2007대 평화실천사업’의 사업별 인지도(복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제주4·3 추모일 지정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제주평화포럼정례화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제주국제평화센터 컨텐츠 확보
남북장관급회담개최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모슬포 전적지공원조성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259

86.3

155

51.7

134

44.7

88

29.3

80

26.7

73

24·3

59

19.7

57

19.0

56

18.7

56

18.7

53

17.7

4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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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북아평화 협력체 창설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남북민족평화축전 개최
평화교육 지원

빈도(명)

비율(%)

27

9.0

22

7.3

20

6.7

20

6.7

18

6.0

(4) 조사 결과
①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추진해 온 2007대 평화실천사업’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명을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복수 응답)에 대해 ‘제주
4·3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259명(86.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155명(51.7%), ‘제주4·3 추모일 지정’ 134명(44.7%),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 88명(29.3%),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80명(26.7%) 등이었음.
상위에 랭크된 사업들 중에서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은 제외하면 모두 4·3 관련
사업들이다.
② 다음으로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73명(24·3%),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59명
(19.7%),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57명(19.0%), ‘제주국제평화센터 컨텐
츠 확보’와 ‘남북장관급회담개최’ 각각 56명(18.7%),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53명(17.7%), ‘모슬포 전적지공원조성(가칭 제주평화대공원) 48명(16.0%) 등의
순이었다.
③ 10%대 이하의 사업들로는 ‘동북아평화 협력체 창설’ 27명(9.0%),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22명(7.3%),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20명(6.7%), ‘남북민족평화
축전 개최’ 20명(6.7%), ‘평화교육 지원’ 18명(6.0%) 등의 순이었다.
④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85.3%의 도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그러나 2007대 평화실천사업’ 추진에 대한 인지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34.0%로
대조를 보였다.
⑥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 데는 이미지 상징물의 개발·보급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실질적인 평화실천 사업의 아이템과 내용에 대한 소개와 홍보에는 다소 소극적
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⑦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대해서는 각종 여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소개 및 홍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이미지 상징물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오랫동안 확산시켜 온 노력의 결실인 것으로 보인다.
⑧ 그러나 이에 비해 구체적인 평화실천사업 아이템과 내용에 대한 소개와 홍보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⑨ 이러한 차이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대한 비교적 높은 인지도와 2007대 평화
실천사업’ 추진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라는 결과로 나타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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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2007대 평화실천사업’의 사업별 인지도(복수응답 요구)에서는 ‘제주4·3평화공원
조성’이 가장 높은 86.3%의 인지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으로 51.7%의 인지도를 보였다(앞의 <표 4-10> 참조).
⑪ 이외에도 4·3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제주4·3추모일 지정’ 44.7%, 제주
4·3 유적지 보존관리 29.3%, 4·3 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26.7%)가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4·3과 관련된 사업들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업
이었음을 의미한다.
⑫ 한편,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도 높은 인지도를 보인 사업이었는데, 이는 제주를
상징하는 감귤 관련 사업이면서 북한당국이 제주도민을 초청하여 방북하는 등
해마다 도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되었기 때문에 높은 인지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⑬ 제주포럼의 경우도 정례화되면서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 언론들을 행사 프로그램과
유명 참가자들이 통해 홍보되면서 24·3%의 인지도를 보였다.
⑭ 그러나 여타의 사업들은 모두 20% 이하의 인지도를 보였다.
⑮ <표 4-10>에서 보듯이, 이런 부류의 사업들은 일반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사업들인 것으로 보인다.
⑯ 또 중앙정부가 전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거나 제주도의 역량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인 것으로 보인다.
⑰ 이런 부류의 사업들은 적극적인 소개나 홍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제주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5) ‘세계평화의 섬’ 만족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추진된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
족하는지에 대해 ‘보통이다’ 194명(64.7%), ‘다소 불만족한다’ 58명(19.3%), ‘다소 만
족한다’ 24명(8.0%), ‘매우 불만족한다’ 19명(6.3%), ‘매우 만족한다’ 5명(1.7%)의 순
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25.7%(77명)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9.7%(29명)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세계평화의 섬’ 사업 만족도

구분

비율(%)

매우 만족한다

5

1.7

다소 만족한다

24

8.0

보통이다

194

64.7

다소 불만족한다

58

19.3

매우 불만족한다

19

6.3

300

1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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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② 만족하는 2007대 평화실천사업’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4·3평화공원 조성

110

36.7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36

12.0

제주4·3 추모일 지정

27

9.0

제주국제평화센터 컨텐츠 확보

23

7.7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20

6.7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19

6.3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14

4.7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

12

4.0

모슬포 전적지 공원조성(가칭 제주평화대공원)

10

3.3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7

2.3

남북장관급회담개최

6

2.0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6

2.0

평화교육 지원

4

1.3

남북민족평화축전 개최

3

1.0

동북아평화 협력체 창설

2

0.7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1

0.3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0

0

300

100.0

합계

○ 2007대 평화실천사업’ 중 가장 만족스러운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 110명
(36.7%),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36명(12.0%) 순이었다.
○ 그 다음으로 ‘제주4·3 추모일 지정’ 27명(9.0%), ‘제주국제평화센터 컨텐츠 확보’
23명(7.7%),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20명(6.7%),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19명(6.3%), ‘제주평화포럼정례화’ 14명(4.7%),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 12명
(4.0%), ‘모슬포 전적지공원조성(가칭 제주평화대공원)’ 10명(3.3%) 순이었다.
○ 이외에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7명(2.3%), ‘남북장관급회담개최’ 6명(2.0%),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6명(2.0%), ‘평화교육 지원’ 4명(1.3%), ‘남북민족
평화축전 개최’ 3명(1.0%), ‘동북아평화 협력체 창설’ 2명(0.7%),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1명(0.3%),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0명(0%) 등의 순이었다.
○ 2007대 평화실천사업’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업은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82명
(27.3%),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35명(11.7%)의 순이었다.
○ 그 다음으로 ‘모슬포 전적지공원조성(가칭 제주평화대공원)’ 26명(8.7%),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24명(8.0%), ‘남북민족평화축전 개최’ 22명(7.3%), ‘남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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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회담개최’ 15명(5.0%), ‘제주4·3평화공원 조성’ 14명(4.7%),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11명(3.7%), ‘제주국제평화센터 콘텐츠 확보’ 11명(3.7%), ‘평화교육 지원’ 11명
(3.7%),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10명(3.3%) 순이었다.
○ 이외에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9명(3.0%),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 8명
(2.7%), ‘제주4·3 추모일 지정’ 7명(2.3%), ‘제주평화포럼정례화’ 6명(2.0%), ‘4·3
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6명(2.0%), ‘동북아평화 협력체 창설’ 3명(1.0%) 등의
순이었다.
③ 불만족하는 2007대 평화실천사업

구분

빈도(명)

비율(%)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82

27.3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35

11.7

모슬포 전적지공원조성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26

8.7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24

8.0

남북민족평화축전 개최

22

7.3

남북장관급회담개최

15

5.0

제주4·3평화공원 조성

14

4.7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11

3.7

제주국제평화센터 콘텐츠 확보

11

3.7

평화교육 지원

11

3.7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10

3.3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9

3.0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

8

2.7

제주4·3 추모일 지정

7

2.3

제주평화포럼정례화

6

2.0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6

2.0

동북아평화 협력체 창설

3

1.0

300

100.0

합 계

○ ‘세계평화의 섬’ 사업의 만족도는 9.7%의 응답자들이 만족한다고 했고, 64.7%가
보통, 그리고 25.6%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한편, 17대 평화실천사업 중 만족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주4·3평화
공원 조성,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제주4·3 추모일 지정 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사업이었다.
○ 반면, 불만족하는 사업으로는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이 27.3%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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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한 대북 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대표적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음. 10년에 걸친 장기적 사업이면서 북한의
제주도민 초청 등의 제주도민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 그런데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이 만족도와 불만족도가 모두 높은 사업으로 분류
되었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이는 아마도 대북정책 및 교류협력에 대한 조사대상
개개인들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이명박 정부 5년 간의 경색국면,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대남도발, 개성공단
폐쇄 등의 경협 중단 등으로 인해, 감귤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주도민의
효능감이 약화되면서 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일반 도민의 시각에서 만족스러운 사업은 제주4·3 관련 사업과 언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접촉이 이루어진 사업인 것으로 보이며, 반면 불만족스러운 사업은 홍보가
미진하거나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추진 가능성이
크게 약화된 사업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① 2007대 평화실천사업’의 미 완료 사업 중에서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제주4·3
평화공원 조성’과 ‘제주 4. 3 추모일 지정’이 각각 122명(40.7%)으로 가장 높은 응
답률을 얻었음. 다음으로,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106명(35.3%), ‘국제기
구 설립 또는 유치’ 85명(28.3%),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52명(17.3%)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미 완료 사업 중에서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도 4·3 관련 사업들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이는 일반도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나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도 지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했다.
○ 미 완료 사업중 지속 사업(무작위 2개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4·3평화 공원 조성

122

40.7

제주 4. 3 추모일 지정

122

40.7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106

35.3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85

28.3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52

17.3

모슬포 전적지공원조성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43

14·3

평화교육 지원

40

13.3

동북아평화 협력체 창설

30

10.0

합계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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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평화실천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유형의 사업들로 ‘국가와 제주도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172명(57.3%)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도와
관련된 사업’ 91명(30.3%), ‘국가나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업’ 37명(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가에 의해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가나 중앙정부의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국가와 제주도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이 나왔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응답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새로운 평화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구분

빈도(명)

비율(%)

국가나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업

37

12.3

제주도와 관련된 사업

91

30.3

국가와 제주도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172

57.3

합계

300

100.0

○ 17대 사업의 정부 지원 상황
사업명

시행자

(단위: 백만원)
사업
기간

총계

계

∼2004

2005
2013 지방비
∼2012 ∼2014

118,855 16,350 89,705 12,800

① 제주평화연구원
외교통상부/
2005
설립
제주도(평화협력과) ~2008
②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정부지원 내용

제주도(평화협력과)

15,000

51,147

15,000

5,000

2005
비예산
~2012

③ 주국제평화센터
2003
제주도(평화협력과)
콘텐츠 확보
~2006

13,250

13,250

11,839

④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제주도(평화협력과, 2017
(가칭 제주평화
문화정책과)
~2021
대공원)

1,100

1,100

1,513

6,473

9,726

⑤ 남북장관급회담
통일부/
2005~ 비예산
개최
제주도(평화협력과)
⑥ 북한 감귤 보내기
제주도(감귤특작과) 1998~
운동
⑦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제주도(평화협력과) 2001~

⑧ 제주4·3평화
공원 조성

제주도(4·3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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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10

11,023 4,550
2,300

600

1,100

600

71,200 11,200 48,000 12,000

2,840

(단위: 백만원)
사업명

시행자

사업
기간

⑨ 제주4·3유적지
제주도(4·3사업소) 2006~
보존 관리

정부지원 내용
계

∼2004

4,782

2005
2013 지방비
∼2012 ∼2014
4,782

3,880

⑩ 4·3진상보고서
제주도(4·3사업소) 2005~ 비예산
국사교과서 반영
⑪ 제주4·3 추모일
제정

제주도(4·3사업소) 2005~ 비예산

⑫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로 육성

제주도
(향토자원산업과)

⑬ 평화교육 지원

2006
~2012

-

-

-

-

15,000

제주도(평화협력과) 2005~

-

-

-

-

249

200

-

-

200*

-

-

-

-

-

-

-

⑭ 평화 관련 국제
제주도(평화협력과) 2005~ 비예산
회의 제주 개최
⑮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제주도(평화협력과) 2005~

⑯ 동북아평화협력체
외교통상부,
2005~
창설
제주도(평화협력과)
⑰ 남북민족평화
축전 개최

통일부,
통일부
2005~
제주도(평화협력과)
자체

1,100

 UNITAR 운영 지원
※ 출처: 제주도 내부 자료.
•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는 ‘일반 제주도민’ 105명(35.0%), ‘국가나
중앙정부’ 93명(31.0%), ‘제주도 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52명(17.3%), ‘제주도청’ 50명(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 사업의 핵심 추진 주체
구분

빈도(명)

비율(%)

국가나 중앙정부

93

31.0

제주도청

50

16.7

일반 제주도민

105

35.0

제주도 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52

17.3

300

100.0

합계

•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 사업 참여 의향에 대해 ‘보통이다’ 124명(41.3%), ‘조금 참여하고 싶다’ 99명
(33.0%), ‘적극 참여하고 싶다’ 46명(15.3%),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24명(8.0%), ‘전혀 참여하
고 싶지 않다’ 7명(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도민의 48.3%(145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0.3%(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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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 사업 참여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적극 참여하고 싶다

46

15.3

조금 참여하고 싶다

99

33.0

보통이다

124

41.3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24

8.0

7

2.3

300

100.0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합계

○ 향후 꼭 필요한 ‘세계평화의 섬’ 사업
구분

사업

빈도

제주4·3추모일 지정(21명), 4·3평화공원조성(7명), 4·3 교
과서 반영(5명), 4·3 홍보(3명), 4·3희생자 및 유족 보상(2
명), 제주4·3유적지 보존사업(2명) 등 4·3 사업의 지속 추진

45

평화교육

평화교육 지원 관련 사업

16

국제기구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13

평화의 섬
홍보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 등 홍보
강화

9

남북교류

남북정상회담, 장관급회담, 남북평화축전, 북한 감귤 보내
기 등 기존 남북교류 사업의 지속

8

국제회의

평화 관련 회의, 엑스포, 축제 등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

8

평화콘텐츠 평화 관련 콘텐츠 확보 사업(해녀 등 활용 의견도 있음)

7

전적지 공원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사업

6

4․3

기존사업의
지속 및
보완

새로운
사업

제주포럼

제주포럼 정례화 및 지속 개최

6

제주평화
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4

해군기지

해군기지 조성(1명) 및 반대(14명)

15

관광

관광환경 조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

13

환경

자연생태 및 환경 보존사업(바다정화 사업, 국제지질공원
조성 포함)

10

평화 문화

농민․해녀와 연관 있는 사업, 토속문화 보존, 문화유산 발
굴, 문화재 보존

4

기타 평화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평화 중심지가 되기 위한 사업, 국제
평화도시사업, 세계평화의 섬 관련 단체 설립
시민들의 평화의식 고취, 제주평화 배드민턴 대회 개최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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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로운
사업

기타

사업

빈도

- 신공항 건설(5명), 항만 시설 확충, 해외자본 유치, 쇼핑
아울렛 사업, 케이블카 설치 추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사업
- 도민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4명)
- 사업 추진 지원 및 절차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을 강조(3명)
- 기타 의견으로 전시성 사업보다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24

소계

195

무응답, 잘 모르겠음, 없음 등

105

합계

300

• 향후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했으며, 상단의 표는 이를 정리한 결과이다.
•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었는데, 크게 그 특징을 구분하면, 기존 사업의 지속·보완과 관련된
제안과 관광·환경 등과 연관된 새로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단의 표와 같다.
•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4·3 관련 사업의 지속 및 보완을 원했으며, 다음으로 평화교육 지원 관련
사업, 그리고 해군기지 관련 응답 순이었다.
• 새로운 사업들로 제안된 것은 주로 관광 및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 그 외에도 평화 문화 관련 사업 및 광범위한 평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 그리고 국자자유도시와
연계된 사업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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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주요 외빈 초청 및 방문 현황

주요 외빈 초청 및 방문 현황
<외국인 주요 인사 방문 상황>

(단위: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회수

19

24

17

22

19

28

인원 215 455 325 457 223 351

26

21

20

27

26

471 381 343 293 416

13

2015
(11월)

계

29

319

28

132 582 555 5,199

<지역별 방문 현황>
구분

일 본

중화권

동남아

미주/유럽

기타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02

1

8

14

192

1

7

1

4

2

4

2003

9

132

12

267

1

9

1

7

1

40

2004

5

49

7

206

2

39

1

23

2

8

2005

6

60

10

339

2

6

2

38

2

14

2006

3

16

12

181

1

11

2

14

1

1

2007

5

22

14

198

2

30

5

79

2

22

2008

5

63

7

233

3

28

5

39

6

108

2009

6

53

7

235

2

21

5

54

1

18

2010

6

125

7

70

1

7

1

32

5

109

2011

6

89

17

178

1

4

1

1

2

21

2012

7

49

17

355

1

4

1

8

2013

4

32

11

115

1

11

1

3

2

21

2014

5

19

10

480

6

56

1

4

6

23

2015

4

53

17

461

1

4

4

17

3

19

합계

72

770

162

3,510

24

233

31

319

36

416

※ 기타 : 몽골, 러시아, 아랍권, 국제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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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재외도민현황

1.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현황
○ 대 표 자: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장 허영배
(현, 부산제주도민회장, 2014. 4. 17 추대)
○ 사 무 소: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1가 143-2, 도민회관 5층
○ 회 원 수: 27개 지역도민회 65만명
○ 창 립 일: 1996년 10월 4일

1) 국내 도민회

▪ 단체 수: 16개
▪ 인원 : 53만명
도민회명(회장)

창립년도

회원수

주요 거주지

서울제주도민회
(변정일)

1955. 5. 29

250,000

서울 - 수도권

부산제주도민회
(이성율)

1946. 9.11

220,000

부산광역시

대구제주도민회
(한상섭)

1970

4,000

대구광역시

인천제주도민회
(이창익)

1946

6,000

인천광역시

대전제주도민회
(한용범)

1940. 3. 5

4,000

대전광역시

울산제주도민회
(문봉만)

1995. 5. 27

30,000

울산광역시

경남제주도민회
(김대권)

1981. 11

1,600

마산, 창원, 진해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
(강영희)

1989. 5. 21

5,000

통영, 사천, 거제

춘천제주도민회
(부두철)

1966. 7

안산제주도민회
(김찬배)

1991. 5. 5

2,000

안산, 시흥

군포제주도민회
(양상익)

2003. 4. 13

1,000

군포

90

비고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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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회명(회장)

창립년도

회원수

주요 거주지

비고

수원제주도민회
(박정균)

2001

1,300

수원

안양제주도민회
(김동호)

2008

250

안양

광주제주도민회
(이승용)

2011. 5

150

광주광역시

부천제주도민회
(이찬봉)

2006. 4

60

부천

평택제주도민회
(양태식)

1995. 2. 1

60

평택

2014.10.2
가입

주요 거주지

비고

2) 국외 도민회

▪ 단체 수: 11개
▪ 인원: 12만명
도민회명(회장)
소

계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부봉추)
일
관서제주도민협회
본
(김진남)
센다이제우회
(송고사)
소

계

창립년도

회원수

3

123,230

1961. 2. 25

43,000

동경지역
(황천구,족립구)

1994. 1. 16

80,000

오사카지역
(생야구)

1975. 1. 23

250

센다이지역

5

1,900

재미제주도민회(NY)
(홍대윤)

1978. 11. 18

500

뉴욕, 뉴저지

미

재미남가주제주향토회
(양창효)

1988. 1. 29

600

LA

주

재미 시카고
제주도민회(박흥식)

1987. 6. 20

300

시카고

재미워싱턴 지구 제주도민회
1991. 1. 13
(강웅조)

400

워싱톤 DC 인근

1993. 1. 30

100

애틀랜타

1

50

2006. 3

50

재미애틀랜타
제주도민회(김춘경)
중
국

소

계

상하이제주도민회
(문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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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도민회명(회장)
호
주
남
미

소

계

시드니 제주도민회
(좌성침)
소

창립년도

회원수

1

30

2007. 9

30

1

200

계

남미제주도연합회
(정완준)

200

주요 거주지

비고

시드니

61-425-200878

파라과이,브라질
아르헨티나

▪ 2014. 7. 1. 현재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가입 기준

3) 총연합회 미가입 도민회 현황
도민회명(회장)

국
내

창립년도

회원수

주요 거주지

영북제주도민연합회
(고경찬)

1977. 7. 20

500

속초,양양,고성,
거진, 대진 일원

전남여수제주도민회
(고정석)

1970

50

여수시 일원

경북제주연합도민회

1985. 8. 25

경기용인제주도민회
(공기백)

1989. 5. 1

소

계

4개단체

18,000
30여세대
(120)
18,670명
이상

포항, 울진 등
용인시 일원

토론토 제주도민회
(김남규)

2000

50 캐나다 토론토 일원

국

벤쿠버 제주도민회
(한우용)

1999

50 캐나다 벤쿠버 일원

외

미시간제주도민회
(양창수)

1988. 3. 1

100

3개단체

200

7개단체

18,870명
이상

소
계

계

비고

디트로이트 지역

2. 전국 최초 재외도민증 발급추진
○ 목적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재외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자 함
○ 발급대상자
본적지가 제주자치도이면서 주소지가 타지로 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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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지원조례 제정·공포 (2010. 11. 10)
• 재외도민증 시범 발급 (2010. 12. 22)
• 재외도민증 본격 발급 및 재외도민증 소지자 할인 시행(2011. 1. 1)
- 도직영 관람지 할인, 항공 할인(티웨이,제주항공) 및 선박할인(6개사)
• 항공할인 참여사 확대(2011. 5. 1) : 부산에어 제외 全항공사 참여
• 사설관광지(44개소) 및 골프장(12개소) 할인 동참(2011. 12. 30)
○ 향후계획
• 제주넷 및 도민회 소식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재외도민증 온라인 발급 신청 등 이용자 불편 해소 추진

3. 재외도민증 발급 현황(2010.10 최초 발급)
연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11

발급건수

60,944

21,617

12,824

10,290

8,686

7,527

4. 재외도민증 발급 및 프로그램 운영
타시도 및 해외거주 제주도민에게 재외도민증을 발급하여 제주도민에게 적용되는
항공, 선박 운임 할임 및 제주도내 박물관 등 관광지 입장 할인 혜택부여.

○ 발급대상: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원적)가 제주도이면서 타시도 및 해외거주자
부·모중 어느 한분이라도 제주도인 경우 직계비속에게 발급가능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신청자별 사진(3*4)각1매.
사진뒷면에 신청자 이름 기재 요망
- 추가서류 : 결혼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지(본적)이 바뀐 경우 제적초본 또는 등본 1부.
○ 발급절차: 방문접수시 즉시 발급, 우편이용시 2주이내 받으실수 있음
- 접수처(우편접수) ☎ 064)710-6257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메인화면 우측 중간
“재외도민증 발급안내” 클릭하여 신청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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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도민증 소지자 할인혜택 세부내역
○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할인
〈 상시 할인 〉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0%)
- T-way항공 (15%)
〈 평일 할인(주말·성수기제외) 〉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15%)
- 진에어 (10%)
○ 제주 출·도착 국내여객선 운임 할인 (20%)
- (주)한일고속: 제주↔완도
- 씨월드고속훼리(주): 제주↔목포
- 동양고속훼리(주), (주)카훼리코리아나: 제주↔부산
- ㈜남해고속: 제주↔녹동
- (주)삼영해운: 제주↔마라도
- (주)장흥해운: 제주(성산)↔노력도
○ 골프장 할인: 도내 총 30개소 중 22개 업체 자율동참
(단, 월마다 골프장별 가격변동 가능)
구분

골프장명

주소

전화번호

할인여부
(그린피/비회원기준)

1

더클래식CC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1105

766-7100

주중 70,000 (108,000)
주말 100,000 (141,000)

2

라온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795-8000

주중 90,000 (108,000)
주말 110,000 (140,000)

3

라헨느

제주시 봉개동
237-5

754-9000

그린피 10%할인
(도민도 단체만 할인)

4

레이크힐스CC

5

부영CC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960

6

사이프러스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300

7

샤인빌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6347-17

서귀포시 산록남로 1391 738-8228
766-5500

주중 50,000 (118,000)
주말 90,000 (150,000)
주중 50,000 (102,000)
주말 80,000 (136,000)

주중 88,000 (108,000)
주말 110,000 (140,000)
787-8888
도민주중 50,000
도민주말 80,000
787-8700

주중 77,000 (110,000)
주말 98,00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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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여부
(그린피/비회원기준)

구분

골프장명

주소

전화번호

8

세인트 포

제주시 김녕읍
선유로445-55

786-3800

주중 80,000 (109,000)
주말 할인제외

9

스카이힐제주

서귀포시 상예로 530

731-3002

주중 80,000 (129,000)
주말 110,000 (161,000)

10

스프링데일CC

서귀포시 위미리
산21

800-8000

주중 50,000 (105,000)
주말 80,000 (135,000)

주중 50,000 (120,000)
주말 120,000 (160,000)
제주시 한림읍금악리 산32 1588-7208
(단, 금요일 60,000 /
일요일오후 80,000)

11

아덴힐

12

에코랜드

서귀포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

802-8000

주중 70,000 (103,000)
주말 100,000 (137,000)

13

엘리시안제주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738-116

798-7000

비수기만 할인
(제주도민 동일적용)

14

중문GC

서귀포시 색달동
3125-1

738-1202

주중 55,000 (91,000)
주말 80,000 (128,000)

15

제주힐CC

16

타미우스CC

17

핀크스GC

18

플라자CC제주

제주시 봉개동
산53

19

캐슬렉스제주
GC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1241

20

크라운CC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25

21

한라산CC

제주시 선돌목동길 5646 (오등동)

주중 79,000 (104,000)
주말 102,000 (138,000)
754-5678
도민주중 70,000
도민주말 90,000

22

해비치CC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로
399번길 319

766-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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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16로 2596-117
주중 30,000 (47,500)
702-0205
(용강동)
주말 40,500 (58,500)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
77-3

793-0707

주중 65,000 (108,000)
주말 95,000 (140,000)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주중 82,000 (105,000)
792-5200
863
주말 115,000 (134,000)
1588-2299

주중 35,000 (55,000)
주말 45,000 (65,000)

주중 72,000 (91,000)
793-6630 주말 할인제외 (단,일요일
오후 85,000)
780-1399

주중 79,000 (98,000)
주말 할인제외

주중 60,000 (102,000)
주말 90,000 (136,000)

○ 재외도민 할인 관광지
• 공영관광지
- 제주도민 수준의 할인 또는 무료 입장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지원조례에 의함)
구분

관광지명

주

소

연락처

1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153번길 15 (서홍동)

733-1586

2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41

710-7903

3

비자림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62

783-3857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760-6321

산방산 통합관람
4

산방산(암벽식물지대)
용머리해안, 하멜기념관

5

삼양동 선사유적지

제주시 삼양2동 2126-12

728-8673

6

서귀포 감귤박물관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신효동)

767-3010

7

서귀포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1100로 882(대포동)

738-4544

8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시 1100로 506-1 (하원동)

739-9701

9

서복전시관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서귀동)

763-3225

10

제주국제평화센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중문동)

735-6550

11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710-7708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710-6971

12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거문오름

13

항몽유적지

제주시 애월읍 항파두리로 50

728-8677

14

항일기념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

783-2008

15

해녀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782-9898

• 무료입장관광지
구분

관광지명

주

소

연락처

1

교육박물관

제주시 오복4길 25 (이도이동)

752-9101

2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일주동로 17

720-8000

3

갓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

782-8778

4

명도암관광목장

제주시 명림로 226-42 (봉개동)

721-2401

5

설록차뮤지엄(오설록)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235-3

794-5312

6

섭지코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일대

782-0080

7

성산일출봉

710-7923

8

성읍민속마을

9

송악산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2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22번길
9-2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관광로 421-1

760-4022

10

수월봉

서귀포시 한경면 고산리

710-3423

787-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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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광지명

주

소

연락처

11

신비의도로

제주시 1100로 2894-63

728-3916

12

안덕계곡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524

760-2501

13

외돌개

서귀포시 서홍동 794

760-3031

14

용두암

제주시 용담1동 258-4

728-2753

15

우도등대박물관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37

784-1004

16

정석항공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765-2

784-5322

17

제주경마공원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741-9114

18

제주4·3평화공원(기념관)

제주시 봉개동 산 51-3

710-8461

19

제주요화산토도자기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345

748-0121

20

중국피난선

제주시 건입동 1316-1

728-8675

21

초콜릿체험장(방선문계곡)

제주시 오라2동 860-1

744-0093

22

큰엉(남원관광지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일대

760-4112

23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시 해안동 산 220-1

713-9950

24

한라생태숲

제주시 516로 2596 (용강동)

710-2776

25

한라수목원

제주시 수목원길 72

710-7575

26

황금륭골든힐허브팜

서귀포시 대정읍 칠전로 434

773-0097

• 사설관광지
- 81개소 자율참여
구분

관광지명

1

건강과 성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611

792-5700

2

그리스신화박물관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942

773-5800

3

김녕미로공원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22

782-9266

4

김영갑갤러리(두모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784-9907

5

난타

제주시 신산로 82 (일도2동)

723-8878

6

닥종이인형박물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739-3905

7

더 마(馬)파크

제주시 한림읍 월림7길 155

795-8080

8

도깨비공원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488

783-3013

9

돌거북이수석박물관

제주시 한경면 명이2길 68

772-4567

10

동굴카페(다희연)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15-1

782-0005

11

동춘서커스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711-8222

12

레오나르도다빈치과학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88

794-5115

13

로케디오월드

제주시 애월읍 화전길 3

79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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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연락처

구분

관광지명

주

소

연락처

14

매직아일랜드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64

782-3970

15

메이즈랜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2134-47

784-3838

16

무병장수테마파크(신시국궁장)

제주시 애월읍 어음13길 196

799-9983

17

뮤지엄 몸

서귀포시 일주서로 532(대포동)

739-0061

18

미라클아트뮤지엄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39-7

772-5551

19

휴애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천로 332

738-3003

20

박물관은살아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2(색달동)

805-0888

21

방림원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773-0090

22

백록담흰사슴테마파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동로 347

792-1000

23

북촌 돌하르방공원

제주시 조천읍 북촌서1길 70

782-0570

24

비엘바이크파크

서귀포시 표선면 세성로 474

787-7667

25

삼성혈

제주시 삼성로 22 (이도일동)

722-3315

26

생각하는정원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772-3701

27

석부작박물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호근동)

739-5588

28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7

784-9001

29

설문대할망테마공원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292

782-2332

30

세계 조가비박물관

서귀포시 태평로 284 (서홍동)

762-5551

31

세계자동차 제주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

792-3000

32

셰프라인월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1181

751-8500

33

소인국테마파크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78

794-5400

34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

제주시 은수길 69 (연동)

742-3700

35

아쿠아플라넷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780-0900

36

아프리카박물관

서귀포시 이어도로 49(대포동)

37

에코랜드 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

802-8000

38

오백년이야기

서귀포시 성산읍 난고로 336-20

782-1233

39

올인하우스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261

782-7800

40

이중섭기념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서귀동)

733-3555

41

일출랜드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784-2080

42

자연사랑갤러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920-1

787-3110

43

전쟁역사 박물관(구,평화박물관)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5길 63

772-2500

44

정방폭포

서귀포시 칠십리로214번길 37(동홍동)

733-1530

45

제주공룡랜드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

746-3060

46

제주다원

서귀포시 산록남로 1258

738-4433

47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8 (연동)

710-4300

73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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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주돌마을공원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772-4007

49

제주목관아

제주시 관덕로 25 (삼도2동)

728-8665

50

제주미니미니랜드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782-7720

51

제주민속촌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787-4501

52

제주별빛누리공원

제주시 선돌목동길 60 (오등동)

728-8900

53

제주서커스월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214

794-4444

54

제주아트랜드

제주시 구좌읍 번영로 2172-80

783-6700

55

제주아트리움

제주시 노형로 89 (해안동)

747-0990

56

제주유리박물관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403 (상예동)

1588-0511

57

제주조각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36

794-9680

58

제주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794-3089

59

제주허브동산

서귀포시 표선면 돈오름로 170

787-7362

60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710-7802

61

제주화석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 11

787-7831

62

조안베어박물관

서귀포시 대포로 113 (대포동)

739-1024

63

주상절리(대포동지삿개)

서귀포시 중문동 2766

738-1393

64

천제연폭포

서귀포시 천제연로 132 (중문동)

760-6331

65

천지연폭포

서귀포시 칠십리로 14 (서귀동)

760-6301

66

카멜리아 힐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792-0088

67

캐릭월드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019

784-3500

68

코끼리랜드(점보빌리지)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319번길 31-11

792-1233

69

퀸즈하우스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7

799-7272

70

테디베어뮤지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길31(색달동)

738-7600

71

테지움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9

799-4820

72

토이파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267-7

794-0333

73

트릭아트뮤지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644

787-8774

74

퍼시픽랜드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색달동)

738-2888

75

펀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6-4

784-0030

76

페인터즈 히어로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745-7848

77

포니밸리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564-21

787-2258

78

프시케월드(나비공원)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7

799-7272

79

한림공원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796-0001

80

헬로키티 아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340

792-6114

81

환상숲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594-1

772-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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