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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故 길성운 지사의 차남인 길희성 님(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한 기록물 110점이다.
기증 기록물 현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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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

전자파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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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장

1점

1권

1점

20개

2. 도에서 기증받은 전자파일 사진 20개 중 16개는 해상도가 낮아 본서에 수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주대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고해상도 파일로 대체해 실었다. 제공 받은 파일은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이라고 표기하였다.
3. 해당 기록물의 표기는 ① 기록물명, ② 연도, ③규격(단위 cm) 순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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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기증 기록물 ｜발간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기증 기록물」 자료집 발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故 길성운 前
지사님은 1953년 11월부터 5년 7개월간 재임하시면서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 제주대학
도립 4년제 승격, 제주시 및 서귀읍·대정읍·한림읍 승격, 국립 송당목장 설립 등 제주
현대사에 소중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에 길성운 지사님의 자제분께서 기증해 주신
사진과 서예, 편지 등 총 110점의 역사자료를 책자로 엮게 되었습니다. 이군보 前 제주지사님,
현치방·오광협 前 서귀포시장님, 김찬흡 前 북제주군교육청 교육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자료집 발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나에게는 내왕을 끊을 수 없는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며, ‘소망의 섬’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길성운 전 지사님의 이임 소감 중 한 대목입니다. 과거 제주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 이제 제주는
세계의 보물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소망의 섬이 될 것이라는 길성운 전 지사님의 확신이 모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역사를 기록하여 남기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밑그림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특히, 길성운 전 지사님이 재임하셨던
1950년대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4·3 사건 등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와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에 새로운 희망이 심어졌던 시기입니다. 폐허 위에서 제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길성운 전 지사님과 선조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집 발간이 더욱 가치 있고,
의미가 깊습니다. 오래 된 흑백사진은 길성운 전 지사님을 비롯해 선조들의 땀방울과 거친 숨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이 개척해 가고 있는 이 길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다음 세대에 더욱 큰
가치로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집을
미래를 개척하는 제주의 여정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하여, 다음 세대에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소망의 섬’
제주를 꿈꾸고 실천해 오셨던 故 길성운 전 지사님과 유족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책자에
함께 담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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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운(吉聖運, 1912~1981)
지사 약력
: 지사 재임 중의 주요 행정사항

행정가. 제7대 제주도지사. 가족과 함께 미국(美國)에 이민, 최승만 도지사의 강력한 천거
에 의해 1953년 11월에 제7대 제주도지사로 임명되어 1959년 5월까지 5년 반을 재임했다.
평안북도 선천(宣川)군 심천(深川)면 태생으로 와세다(早稻田) 대학 법과 교외수강생을 마
쳤으며 만주국으로 건너가 안동(安東)의 신흥(新興)상업학교 교사로 재임했다. 이후 1945년
7월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경(日警)에 체포·수감 되었다가 1945년 해방이 되자 과
도정부의 문교부 인사과장으로 재직했다. 1948년 임시 외자청(外資廳)의 총무과장·감사과
장 등을 역임하고 1951년 제주도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여 최승만(崔承萬) 도지사를 보필하였다.
길도백(吉道伯)은 시정(施政) 5대 방침을 애국애족·공비완멸·교육진흥·농촌진흥·산
업개발 등으로 정하였다. 재임 중 도립 제주초급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제주읍
을 시(市)로 승격시켰다. 또한 서귀면·대정면·한림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 한경면을 분리
시켰으며 국립 송당(松堂)목장 설립 등의 업적을 남겼다.
1954년 3월 13일 시내 동문 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 온 도민을 경악하게 하였다. 불은 이
날 오후 5시 45분 시장에 왔던 한 주민이 라이터를 시험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가옥 77채
가 전소, 16채가 반소 됐으며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화재로 인해 486세대에 2,604명의 이
재민이 발생 했으며 KCAC(한국민사원조처)의 헤이든 총사령관이 직접 제주도로 내려와 화
재현장을 돌아보는 한편, 길도백으로부터 복구 계획을 청취하고 복구지원을 약속했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북제주군 갑구에서 김석호(金錫祜, 무소속), 을구
에서는 김두진(金斗珍, 무소속), 남제주군에서는 강경옥(康慶玉, 자유당)이 당선되었다. 북제
주군 갑구의 득표순을 보면 김석호(金錫祜, 57, 함덕), 김영린(金永璘, 43, 아라), 고수선(高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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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 여성, 55, 가파), 안정립(安定立, 37, 신촌), 강진화(康晋和, 36, 하도), 김주태(金珠泰, 30,
추자), 고태만(高泰萬, 31, 우도) 등이며, 북제주군 을구에서는 김두진(金斗珍, 41, 두모), 홍
문중(洪文中, 35, 어도), 강창용(姜昌瑢, 40, 애월), 김구(金久, 36, 귀덕), 문무겸(文武兼, 37,
하귀) 등이다. 남제주군에서는 강경옥(康慶玉, 46, 법환), 송왕열(宋旺烈, 44, 하천), 오태우
(吳泰祐, 39, 서귀), 강성익(康性益, 62, 법환), 고태선(高泰善, 34, 용담) 등이 출마했다. 제주
도자유당 위원장 김충희(金忠熙)는 선거가 자유당의 참패로 끝나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
하였다.
이에 앞서 2년 전에 부임한 도 경찰국장 이경진(李慶進)은 한라산 무장대의 소탕을 위해 제
100전투경찰사령부를 설치, 군(軍) 부대의 지원을 받는 등 강공책(强攻策)을 써서 무장대 두
목 김성규(金成奎) 등 80여 명을 사살하고 고대성(高大成) 등 약 14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
렸다. 또한 경찰에게 각 마을의 성(城)을 지키게 하고 만일 부락이 습격당하면 담당 경찰관
을 문책하였다.
1954년 8월 신상묵(辛相黙) 경찰국장이 부임했으니 그는 지리산(智異山) 빨치산을 섬멸한

서남지구전투경찰사령관을 역임한 대(對) 게릴라전(戰)의 전문가였다. 신(辛) 국장은 재산

(在山) 무장대를 20여명으로 추정하고 각 부락별 성을 지키던 것을 그만두게 한뒤 동년 9월
21일 「한라산 완전 개방」을 선언, 누구든지 한라산을 등반 할 수 있다는 당시 아무도 예측
못했던 선언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에 즉각 제주 초급대학 학생 김찬흡(金粲洽)은 「한라산 등반희망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
를 교내에 게시했다. 1·2학년생 126명이 희망하자 등산비를 모금, 학생등반대장 고철수
(高喆洙)와 함께 길성운 학장서리에게 보고했으나 불허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여 이에 동년 10월 3일 관음사를 경유하여 이를 강행 했으며, 여기에는
교수 조순하(趙淳夏), 임승원(林承元)도 동참하였다. 언론 보도에는 “한라산 등반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한 첫 등반대”라고 대서특필되었으며 이는 1948년 4·3으로 인적이 끊어진지
6년 6개월 만에 있었던 쾌거였다. 이후 10월 10일에는 제주신보가 주최하는 「한라산개방
기념답사」에 길도백을 비롯해 김창욱(金昌郁) 검사장, 신(辛) 경찰국장, 미(美) 고문관 등과
군경, 교육, 언론 및 사회인사 66명이 참가한 가운데 등반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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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라산 횡단도로 조사반」에 의해 횡단도로 공사를 위한 현지시찰이 시행되는 등 일
이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퍼져나갔다. 이런 가운데 동년 11월 3일에 그동안 4·3사건으로
시달린 도민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함태영(咸台永) 부통령이 내도하였다. 이는 정부수
립 후 부통령으로서 첫 본도 방문이었다.
1955년 7월 제주읍의 시 승격(承格)이 본 의회에서 통과되고 8월 5일에 시제(市制) 실시가
정식 공포되었다. 또 9월 1일에는 제주시제가 실시되고 22명의 읍의회 의원들이 시의회 의
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이날 시의회가 개원되어 초대시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최수
진(崔守眞) 11표, 김차봉(金次鳳) 6표, 김봉건(金奉健) 5표를 각각 얻었으나 과반수 득표자
가 없어 2차 투표에서 최수진 14표, 김차봉 7표, 김봉건 1표로 전(前) 읍장은 낙선되고 전 부
읍장이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1955년 법호촌(法護村) 문제로 전인홍 도의회 의장과 김창욱(金昌旭) 검사장 사이에 노골
적인 감정싸움이 비화되자 길성운 지사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들과 검찰청
사이에 오랜 반목이 이어졌다. 길 지사는 1955년 11월 21일 국회의원 일행 내도시에 환영
사를 통해 제주도의 5대 자원론(수산자원, 축산자원, 특용작물, 공원자원, 학술자원)을 피력
하며 이 자원 개발에 온 행정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1956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농고를 제주대학에 편입시키는 안을 가결하자 제주농
업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태준)가 반기를 들어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앞서 1956
년 ‘제주도제(道制) 폐지안’이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오자 ‘폐도(廢道)’ 결사 반대운동이 일어
나기도 했다.
1956년 6월 2일 제주초급대학 동창회(회장 오기문(吳基文))에서 ‘길성운(吉聖運) 학장 공
덕비(功德碑)’ 제막식(除幕式)을 거행 하였다. 한편 동년 7월경 국회 김석호 의원이 정부의
기구 간소화안으로서 제주의 도제(道制)를 폐지해 전라남도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도청에 전해옴에 따라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이에 8차에 걸쳐 기관장·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 「도제폐지반대 추진 위원회」가 구성됐

고 위원장에 박치순(朴致順), 부위원장에는 신두방(申斗玤), 강성건(姜成健)이 선출됐다. 추

진위원회는 본부를 제주신보사 중역실로 정하고 도제폐지 반대도민 궐기대회를 개최
하였다. 도제폐지 반대운동에는 학생들도 대거 동참, 거도적인 운동으로 번져 나갔다. 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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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신성여고 강당에서 제주대학 4학년생 김창진(金昌辰, 저지)과 고원훈(高元勳, 북
촌)이 「도제폐지 반대 학도추진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8월 20일을 기해 관덕
정 광장에서 학생궐기대회가 개최, 이로써 4개월 만에 도제폐지론은 무산되었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주시에서 민주당 공천인 고담룡(高湛
龍, 42, 일도)이 당선되고 자유당 공천 고정협(高晶協, 39, 삼도)이 차점으로, 북제주군에서
는 자유당 공천 김두진(金斗珍, 45, 두모)이 재선되고 차점은 김구(金久, 40, 귀덕)였으며 남
제주군은 무소속 현오봉(玄梧鳳, 35, 시흥)이 당선되고 차점은 무소속 김성숙(金成淑, 61,
가파)이며 자유당 공천 강경옥(康慶玉, 50, 법환)은 3위를 얻는데 그쳤다.
길도백은 1959년 3월에 40여 일 동안 필리핀을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한편 정부는 동년 5
월 13일 길성운 도지사를 평남도지사로 발령하고 후임에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온 제주
출신 전인홍(全仁洪)을 기용하였다.
길성운은 1960년 4·19 직후 7월 27일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제
주도선거구에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길성운은 그 후 인하대학(仁荷大學) 상무이
사 겸 임시학장, 인천 도시 관광 사장, 박흥식(朴興植)이 경영하는 흥한 재단 전무이사
등을 거쳐 한일(韓逸)개발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제주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얻은 후 그곳에서 타계했다.

※ 출처 : 김찬흡, 『제주인물대사전』 (금성문화사, 2016), 119~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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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내왕을 끊을 수 없는 제2의 고향
- 길성운과 제주도 이야기

그가 제주와 인연을 맺은 까닭은
제7대 제주도지사를 지낸 길성운의 유가족이 2008년 제주도에 기증한 제주도 관련
사진 등 유품 자료가 책자로 발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길성운 지사가 제주도정을
책임졌던 기간 가운데 특히 힘을 기울였던 몇 가지 시책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당시
제주도의 이야기를 엮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길성운과 제주도 이야기」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길성운은 1912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일본 와세다대학에 유학해
학업을 마친 때는 1938년, 그 뒤 만주국으로 건너가 안동지역에 있는 신흥상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사생활을 하던 길성운은 1945년 7월,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됩니다. 일제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누르기 위해 1925년 제정한
치안유지법은 이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활용됐었지요.
해방과 함께 석방된 길성운은 귀국한 뒤 미군정에서 공직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48년 당시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문교부에서 인사과장을
지내고, 1949년 외국원조물자에 관한 사무와 정부 관리자금에 의한 외자의 구매업무를
관장하는 임시외자관리청(현 조달청)에서 서무과장, 총무과장, 감사과장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렇게 외자관리청에서 일하다가 제주도청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주와의 인연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길성운이 제주도와 인연을 맺게 된 까닭으로 제6대 제주도지사를 지낸 최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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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희대학교(연세대 전신)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최승만은 1950년 말 한국보육원
고문으로 제주에 피난 오면서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1년 1월
하순 무렵 당시 제주에 내려와 있던 사회부장관 허정의 부탁으로 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제주분실장 일을 맡습니다.
1950년대 초 제주는 9만 명이 넘는 4·3 이재민과 6.25전쟁으로 입도한 피난민들로
들끓었습니다. 피난민은 1950년 7월 16일부터 제주, 한림, 성산, 화순항 등을 통해
1만여 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1951년 1·4 후퇴로 그해 초부터 대거 몰려들어 5월
20일에는 15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당시 제주도 토박이 인구는 24만여 명이었으니,
토착 인구의 60%에 맞먹는 피난 인구가 들어온 셈이지요.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귀향 또는 수복지구로 떠나는 피난민도 많아 1952년 초에는 피난민 숫자가 2만8천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삼 년 사이에 십 수만 명이 드나들었으니 당시 제주가 얼마나
북새통을 이뤘을지, 그로 인한 혼란과 불안은 또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어쨌거나 1951년 당시 제주도는 엄청나게 몰려든 피난민에 대한 구호업무와
4.3사건에 따른 피해복구업무에 모든 도정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구호물자를
보관·관리·배급하는 업무는 제주도가 맡고, 이에 대한 감독은 사회부 제주분실이
맡았습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4.3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구호하는
게 우선이었고, 사회부 제주분실에서는 전쟁 피난민들의 구호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에 마찰이 잦았습니다.
당시 사회부 장관은, 이렇듯 어려운 구호사업의 책임을 맡을 사람으로 최승만이
적임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승만은 청렴한 성품과 검소한 생활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는 정평이 있었고, 바로 그 점을 사회부 장관이 높이 사고 있었던 셈입니다.
구호사업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을 무렵인 1951년 5월 어느 날, 최승만은 자신을
급히 찾는다는 전 국방부장관 신성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 특사로 제주도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내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나흘 머물며 여론을 듣는 중이라는
신성모는 최승만에게 “제주도지사를 맡아 달라”며 “돌아가는 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니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승만은 “첫째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싶을 뿐이고, 둘째 지금과 같은 공무원 봉급으로는 생활이 곤란해서 부정을 저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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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셋째 아내가 납북된 후 혼자가 되어 내조 없이 큰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고 합니다. 신성모는 “다른 사람들은 도지사나 경찰국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당신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면서, 어쨌든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말 것을 거듭 얘기했다는군요.
최승만이 신성모로부터 받은 이 ‘제주도지사 제안건’을 어찌해야 될는지를 상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길성운이었고, 길성운은 좋은 일이라며 적극 권유했다고 합니다.
최승만과 길성운은 미군정청 문교부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등 친분이 있었고 서로의
성품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1년 8월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최승만은 그해 10월, 길성운을 제주도 총무국장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길성운이 제주도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던 셈이지요. 당시 길성운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총무국장을 시작으로
외자관리청 근무 중에 제주도 총무국장으로 발탁된 길성운은 최승만 도지사의 신뢰
속에서 제주도정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당시 도지사는 대통령처럼 ‘각하’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최승만
도지사는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군·읍·면에 대한 순시에 앞서
“도지사를 영접하기 위해 군이나 면의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
길거리에 도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다든지, 점심 식사
대접이 부담스러워서 순시 때마다 간단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든지 했던, 그의
소탈하고 청렴한 성품과 강직한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적지 않게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아끼는 부하일지라도 특혜를 조금도 인정치 않는 등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했고, 주변 관리에도 철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
길성운을 손수 총무국장으로 발탁하고 신뢰했으며 각별히 여겼다는 점에서 길성운의
성품과 성격이 가늠됩니다.
22

제주도의회는 최승만 도지사 시절이었던 1952년 5월에 출범했습니다. 초대 의회여서
더욱 그랬겠지만 도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해
집행기관인 제주도청과 마찰이 잦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의회가 ‘제주도의 의회경시’를
문제 삼아 길성운 총무국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길성운은 최승만 지사를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제주읍 시 승격 추진, 제주도청사 준공,
제주초급대학 설립 및 제주대학 4년제 국립대학 승격 추진 등에 총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학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최승만은 1953년 11월 22일 도지사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최승만은 청렴한 도백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스스로 지사직에서 사임한 첫
사례였기 때문에 관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후임 지사로 총무국장이었던 길성운을 발령했습니다. 최승만이 길성운을 후임
지사로 추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되다
1953년 11월 26일 제주도지사 이·취임식이 치러지고, 이틀 뒤인 11월 28일부터
길성운의 제7대 제주도지사로서의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길성운의 도정방침은 ‘애국애족, 공비완멸, 교육진흥, 농촌진흥, 산업개발’
등이었습니다. 1953년 당시 제주사회의 상황과 과제가 읽혀 흥미롭습니다. 그런가하면
길성운이 중점 시책으로 삼은 ‘5대 자원 개발론’은 제주의 가치에 대한 그의 안목과
애정을 읽어보게 합니다. “제주도를 잘 사는 소망의 나라로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특용작물, 축산자원, 공원자원, 학술자원 등 5대 자원을 반드시 연구하고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그가 맞닥뜨린 과제는 자신이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추진되었던
제주읍의 시 승격과 제주대학의 4년제 승격 등의 문제를 푸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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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으로 있는 후임 총무국장 임명 등 인사작업을 서둘러야했습니다.
길 지사는 자신과 함께 도정을 꾸려나갈 총무국장의 조건으로, 제주출신일 것 그리고
도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일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인선에
접근했습니다. 총무국장 인사에 대한 외부 외압과 청탁 쇄도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길
지사는 외부인사 영입 배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지역출신 발탁 등을 원칙으로
삼았고 지켜냈습니다. 그러느라 총무국장 선임을 비롯한 인사작업은 길 지사가 취임한지
한 달도 더 지난 1954년 1월 7일에야 단행됐습니다.
도청 간부에 대한 인사작업이 마무리되자 길 지사는 제주읍의 시 승격과 제주대학
4년제 승격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운명과 함께
제주도에게 어느 시대인들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만, 특히 더 중요했던 시기로
1950년대를 꼽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1950년대의 제주사회는 4.3사건으로 이미 쑥대밭이 됐는데도 그 여진이 계속되었고,
6.25로 엄청난 피난민이 몰려들어 혼란스럽고 불안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데, 태풍과 한발로 흉년도 자주 들어 10년 중 절반은 농가의 절량사태로
시달려야했습니다. 이렇듯 1950년대는 4.3 이재민과 6.25 피난민, 연이은 흉년 등으로
제주도가 인적, 물적 자원을 민생구호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난감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제주의 운명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게 1950년대는 해마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황폐화된 삶의 터전을 극복하는 일도 시급했지만, 제주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큰
그림도 그려내야 했습니다.
제주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시기, 1950년대. 그 길을 길성운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에서 길성운은 제주의 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을 겪기도 하고, 앞장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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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제주대학 4년제 승격과 제주시
승격을 중심으로 몇몇 행적을 소개합니다.

제주대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1954년 1월 5일, 시무식을 마친 길 지사는 제주대학후원재단 이사회를 소집하고
제주대학 건물 신축방안부터 논의했습니다.
제주대학은 도민들의 손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전임 도지사 최승만 취임 한 달 뒤인
1951년 9월부터 설립을 추진했고, 빠른 시일 안에 대학 부지를 확보토록 한다는 조건을
달고 1952년 5월에 2년제 초급대학으로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현
제주향교에서 ‘제주도립초급대학’으로 개교되었지요.
제주대학이 태어나게 된 데는 1951년 피난민이 제주에 설치한 한국대학이 큰 자극제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 국제대학이자 현 서경대학교의 전신인 한국대학은 1947년
서울에서 설립되었는데, 6.25로 제주에 피난 오게 되었고, 1951년 봄에 제주도 분교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문리학부와 법정학부를 두었고 현 제주향교와 제주남초등학교를
임시교사로 활용해 야간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8월 서울이 복귀되면서
이전해버리자 지역유지들은 제주에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설립추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길성운은 도지사로 부임함과 동시에 제주대학 4년제 승격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대학
건물 마련부터 서둘렀습니다. 이는 자신이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사안이었고, 도립대학이라 도지사가 학장을 겸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립되고
1년 반이 지나도록 제주농업학교 운동장 한구석을 빌린 채 나무판자로 임시건물을 지어
흙바닥에서 수업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4년제 대학승격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1954년 1월 5일 소집된 제주대학후원재단이사회에서 전 지사 최승만의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길 지사는 제주대학 건물 신축방안부터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려면
25

PART

03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기증 기록물

제주는 내왕을 끊을 수 없는 제2의 고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니, 제주읍내에 있는 건물 가운데 하나를 매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제주에는, 6.25전쟁으로 경인지방에서 일부 대기업 공장 등이 이전해왔지만
전력이나 원료공급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상가동을 못한 채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대학 건물로 개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피혁공장 등
4곳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길 지사는 그 건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난 뒤,
한국피혁공장의 건물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상대측이 마침
공장을 처분해서 서울로 철수하려던 때여서 매각이 결정됐는데, 공장이 은행에 지고 있는
부채를 즉시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피혁공장을 인수하고 제주대학 건물로 개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기부금 모금운동을 벌이고, 모금운동에
공무원부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등 애를 많이 썼지만 너나할 것 없이 어려운 시절이라
모금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어 자금이 어느 정도
모아지자 이번에는 계약담보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은행 측에서 새로운 담보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길 지사는 다시 대학후원회와 학부형회, 지역유지들을 모아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재의 상태에서는 학부형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는 말로 설득해 승낙은 받아냈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길성운이 본점에 올라가서 ‘도지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어려웠던 담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1일, 드디어 한국피혁공장 건물과 부지가 제주도에 인수됩니다. 길 지사는 공장의
본관건물을 전면 개축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제주도내
5개 업체 가운데 내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응찰자를 낙찰시켰습니다. 그런데 최저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어 도의회에까지 비화됐습니다. 이때
보여줬던 길 지사의 대응이 그의 소신과 배포를 짐작케 합니다. 도의원 5명과 함께 길
지사를 방문한 의장이 “이번 제주대학의 본관 신축공사 입찰은 최저응찰자에게 낙찰한다는
도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즉시 취소하고 다시 입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하자 길
지사는 먼저 “지난번에 실시한 교실개축공사 때에 최저가격응찰자에게 공사를 맡겼더니
부실공사가 발생하여 이번에는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내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오히려 “공사입찰은 제주도의 소관이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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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은 엄연한 도립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 뒤에 “만약 이번 입찰에 문제가 있다면 나도 학장직을 그만둬야하지 않겠느냐”고
배수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대학 건물을 마련한 제주도에 문교부로부터 제주대학의 4년제
승격이 마침내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54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1955년 1월 26일은 서울출장에서 돌아온 길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대학의
국립대학 이관 예정 소식을 전한 날입니다. 그는 상기된 표정과 흥분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문교부와 내무부가 올해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태여서
금년도에는 제주대학의 국립대학 이관이 어렵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내가 직접 현지
실정을 자세히 설명한 결과 대통령이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 기획처장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제주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이관시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내 설명을
들은 뒤 ‘제주도지사가 말한 바에 따르면 제주대학은 도민들의 기부에 의해 부지와 건물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도민들의 향학열을 생각해서라도 제주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승격시키고
국고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다음 날인 1월 27일에 도의회는 대학재산을 문교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도교육위원회와 함께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으며,
도교육위원회는 중앙교육위원회에 제주대학 국립이관의 조속한 심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온 도민의 기대 속에서 기정사실로 굳어졌던 제주대학의 국립대학 이관은 2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좌절되고 맙니다. 이날 제주대학과 충남대학의 국립이관이
동시에 상정되자 제주대학만 이관할 경우 충남대학의 반발이 심하고, 2개 대학을
동시에 이관했을 때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보류돼버렸던 것입니다.
국무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제주대학과 충남대학 이관이 정부 재정상 어렵다면
해당 대학의 재정부족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국립대학이나 다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립 4년제 대학승격을 학수고대했던 제주대학은
국고보조하의 도립 4년제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도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길 지사는 다시 서울출장을 틈타 부통령과
문교부장관에게 도민 여론을 사실 그대로 전하고 국립대학 승격을 반드시 실현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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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재차 요청했고, 부통령은 다음 기회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해 제주도제
폐지문제가 갑자기 대두되면서 제주대학의 국립대학 이관은 거론조차 되지 못하다가
4.19와 자유당 정권붕괴 등으로 1961년에 이르러서야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길성운은 도지사 부임과 동시에 제주대학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1956년
10월 1일 박종만이 제주대학장으로 취임하면서 34개월 만에 학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주대학이 설립이후 처음으로 전임학장을 두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3개월 만에 길 지사가 다시 학장을 겸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7년 1월
28일 출장 중이었던 박종만 학장이 서울의 자택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6월 27일 후임학장으로 안상한이 취임함으로써, 길성운은 40여
개월 동안 지고 있었던,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이었지만 보람도 많았던 제주대학장직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제주의 읍이 시로, 면이 읍으로 승격되기까지
제주읍에 대한 시 승격 문제는 1950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에 열린
‘제주읍 지방발전 좌담회’에서 당시 제주읍장이 제주읍의 시 승격 문제를 정식으로
제안하면서부터였지요. 제주읍장의 노력으로 시 승격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서류가
구비되고, 제주시 승격의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을 담아 도내 각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정당인사, 지역유지 등 81명이 서명한 진정서가 정부와 국회에 동시 제출된 것은 1951년
11월 12일의 일입니다. 당시는 최승만이 도지사로 부임해 있었고, 길성운이 총무국장으로
발탁되어 한 달쯤 근무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총무국장 시절부터 제주읍의 시 승격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지켜봤던 길성운은 1953년
11월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뒤 시 승격 문제를 중요한 선결과제 중 하나로 꼽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3월의 어느 날, 제주읍의 시 승격 문제와 제주대학의 4년제 승격 문제로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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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었던 길 지사는 제주도청으로부터 급보를 받게 됩니다. 제주읍내 동문매일시장에
큰불이 났다는 것이었지요.
13일 오후 5시 45분에 발생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화재로 가옥 77채가 완전히 타버리고, 16채가 절반 가까이 탔으며, 2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486세대에 무려 2,604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급보를 받은 길 지사는 즉시 귀임해 구호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길 지사가 서울출장에 들고 갔던 시 승격 문제에 대한
성과는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서울출장에서 길 지사는 국회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방문해
제주읍의 시 승격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고 말아 제주도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좌절됐던 시 승격 문제가 다시 희망적인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1월의 일입니다.
그 사이, 4.3사건으로 인해 묶여있었던 한라산도 매듭을 풀었습니다. 1954년 4월
1일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마을별로 자체경비를 하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입주복귀가 허용되고, 그해 9월 21일에는 4.3사건 이후 6년여 동안 일반인의
입산이 금지돼왔던 한라산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되었던 마을 성곽 보초임무도 철폐됐습니다. 1947년 3월 1일 발포사건 이래 실로 7년
7개월 만에 제주지역이 평시체제로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한라산 완전 개방’이 선언됐던
1954년 9월 21일은 훗날 공식적인 ‘4.3사건 기간의 마침표’가 됩니다.
제주사회가 한라산 개방 분위기로 술렁이고 있을 때였던 1954년 11월 3일, 부통령이
초도순시차 제주를 방문합니다. 그의 내도는 한라산 개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그에 따른
제주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통령은 사흘 동안 도 전역을 샅샅이
돌아보았고, 길 지사는 내내 그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면서 제주지역의 현안 17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길 지사가 노력한 결과는 며칠 뒤 희소식으로 안겨졌습니다. 11월 11일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주개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제주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사항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특별히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8개 사항은 제주읍의 시 승격,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설치, 원양어업개발 촉진, 화순항 축조, 감귤 생산 장려, 종축장 설치,
제주대학의 조속한 국립이관 등이었는데, 내용 대부분이 부통령이 내도했을 때 길 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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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월 24일에 시 승격안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국회에 다시
상정됩니다. 이어 12월 1일에는 내무위원회가 조사반을 보내 현지실정을 돌아보는 것으로
의결되기에 이르렀고, 20일 조사반을 파견하기로 결정됩니다.
제주읍의 시 승격안이 국회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1955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해·통영·경주읍 등과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길 지사를 비롯한 도의회와
읍의회, 지역유지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대중앙 절충에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제주시 승격안은 드디어 1955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129명 중 10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어 통과됩니다. 제주시 승격은 무려 4년을 끌었던 제주도의 오랜
숙원이자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같은 해 8월 5일 제주시제 실시가 정식으로 공포되고, 9월 1일부터 전 도민의 축하 속에
제주시제가 실시됐습니다. 이즈음 서귀면에서도 관내 기관장 회의를 열어 서귀읍으로
승격시키자고 결의함으로써 제주시 승격의 영향은 도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제주시 승격이라는 오랜 숙제를 푼 길 지사는 제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 절충에 매달렸던 당시 제주현안은 제주~목포간
여객선 1일 1회 출발제, 제주~부산간 여객선 격일제 정기선 취항, 도내 일주 철도 설치,
공동목장 시설개선, 소형어선의 건조와 어항 확충, 한립읍 승격 및 한림면의 분리, 서귀면
및 대정면의 승격,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한국은행 및 산업은행 지점 설치, 임업시험장
설치, 이재민 농가에 대한 면제, 감귤증산 장려 및 국고보조, 사방공사 추진, 횡단도로
수리비 국고 보조, 항공노선 개설 등이었습니다. 오늘의 제주와 견주어보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만, 길 지사가 애썼던 당시 제주의 현안들이 대부분 오늘의 제주를 있게
한 기틀이 되었음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서귀면, 대정면, 한림면에 대한 읍 승격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956년 7월 5일의
일입니다. 이처럼 3개 면이 동시에 읍으로 승격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한림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판포리를 경계로 하는 한경면의 분면안까지 가결되어 제주도
전체가 발전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굵은 획을 긋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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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위기들을 극복하며
길성운은 제주도 총무국장 2년, 도지사 5년 7개월 등 8년여 동안 제주도와 함께하며
도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쁨과 보람의 시간도 많았지만 적지 않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총무국장시절에 도의회로부터 해임요구도 받았었고, 도의회와
제주지방검찰청간의 엉뚱한 감정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었으며 도의원선거 의원수 배정의혹
파문이 일기도 했고, 제주도를 ‘1시3군안’으로 늘리자는 증군안에 휘말려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컸던 위기로는 툭하면 터져 나왔던 제주도제 폐지안 등 제주위상 축소위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제 폐지안이 제주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것은 1956년 8월의 일입니다. 정부의
기구 간소화 안에 따라 제주도의 도제를 폐지해 전라남도 소속으로 다시 이관하려고
하고 있는데, 8월 15일 전에 공포할 예정으로 국회통과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도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각 기관 단체에서 “전라남도에 다시 예속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대규모 진정단을 서울에 파견키로 하면서 거도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길 지사는 “제주도가 정부의 특별청으로 되는 것은 모르되 전라남도 예속은
부당하며 크게 불행한 일이다. 과거 전남에 예속됐을 때의 발전상과 그 후의 발전상을
비교하더라도 도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도민여론을 꼭
반영시켜 도제를 존속시키겠다”고 밝히고 8월 8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도내
각급 기관 단체장과 지역유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적인 투쟁을 위해
‘도제폐지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앙절충팀을 구성해 즉시
파견키로 하고 8월 10일부터는 시·읍·면 단위로 일제히 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도제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여지고, 관덕정 주위에는
‘제주도제 폐지 결사반대’, ‘30만 도민은 총궐기하자’, ‘도제폐지는 시대의 역행’이라는
내용을 적은 플랜카드들이 나부꼈습니다. 8월 10일 오후 6시 30분에 관덕정 광장에서
개최된 도민궐기대회에는 5천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정부의 제주도 폐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도제폐지반대운동에는 학생들도 대거 동참하기 시작해 거도적인
반대운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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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제폐지문제가 엉뚱하게 남·북제주군과 경찰국을 폐지하는 절충안으로 변경돼
더욱 도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길성운 지사를 비롯한 도제폐지반대추진위원회 진정단이 중앙관계 요로를 방문해
도제폐지의 부당성을 설득하고, 길 지사가 내무부장관을 방문해 군청과 경찰국의 존속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2대 도의회가 출범해
‘도제폐지반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더욱 조직적으로 도제폐지 반대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1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4개월여를 끌어온 도제폐지안과
그로부터 야기된 군청 및 경찰국 폐지도 백지화됩니다.
이듬해인 1957년 11월에는 국회가 선거를 앞둬 제주도를 전라남도 선거구로 통합하려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도제폐지문제로 한바탕 난리를 쳤던 제주사회를
다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불어 11월 21일 관덕정에서 주민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도 단일선거구제 관철 도민대회’가 열리는 등 도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국회가 선거구 조정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제주도의 전라남도 선거구
통합안’은 유보되기에 이릅니다.
도제 폐지 문제는 1958년 9월 중순에 또 불거져 나와 도민들을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정부가 누적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하자 정부기구 축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전매청, 해무청, 외자청을 관계부처에 흡수하고 제주도제를
폐지해 전라남도에 통합하며 충청남북도를 충청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의장직을 벗어던지는 일이 있더라도 도제폐지반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를 천명하고, 부의장은 9월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폐도안 결사반대
결의안을 각계에 진정키로 했으며, 다음 날에는 ‘제주도제폐지반대투쟁위원회’가 서울로
올라가 도제폐지의 부당성을 관계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관덕정
광장에서 ‘도제폐지반대도민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도민들의 저항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듯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제주도제폐지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또
유보함으로써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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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제주를 꿈꾸다
1958년 10월 중순, 길성운 지사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영국왕실의 귀빈급 인사
120명이 11월 초에 제주도를 방문해 이삼 일 동안 머물면서 관광지를 돌아볼 예정인데,
정부에서 이들의 숙박을 위해 제반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것입니다.
길 지사는 영국왕실협회 회원들의 방문이 제주관광개발의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관광분야는 초보수준에
머물렀던 제주지방이기에 120명이나 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길 지사는 일단 도지사 관사와 깨끗한 호텔, 여관 등을 물색해 숙소로 정하고
주민과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경정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11월 8일 오후 3시, 영국왕실 아시아회 관광단이 산지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대사관과 OEC 직원, 미8군 등을 포함해 남자 41명, 여자 70명 등 모두
11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당국이 마련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일주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관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일출봉을 거쳐 서귀포 일대의 관광지를 둘러본
후 “송당목장의 광활한 평야는 섬이 아니라 대륙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성산일출봉과
정방폭포, 천지연은 매우 아름다웠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왕실팀의
제주방문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11월 11일 영국왕실팀이 떠나고, 한 달 뒤인 12월 9일에는 미8군 방송반이 미군
군용기편으로 들어와 제주도의 관광지와 풍습을 촬영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듬해인 1959년 1월 초에는 길 지사가 외국관광에 나서게 됩니다. 지역사회개발선진국
시찰단의 일원으로 필리핀 여행을 하게 된 것이지요. 길 지사의 필리핀 시찰에 도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는 일반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의 해외여행도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월 15일 경무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출장 신고식을 마친 길 지사는 2개월 전에
방문했던 영국왕실 관광단의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한라산 횡단도로와 일주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하며 관광시설과 해수욕장 건설도 절실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은근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부흥위원에게 지시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개발계획에서 관광산업과 특용작물생산계획을 장기계획에서
단기계획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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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내왕을 끊을 수 없는 제2의 고향

2월 5일 제주도내 기관장들의 환송을 받으며 필리핀으로 떠난 길 지사는 무려 40여
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3월 13일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쓴 ‘필리핀 기행문’을
제주신보에 기고하는 등 도민들에게 외국의 문물과 관광 실태를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3월 17일에는 제주신보사 주최로 제주시내 중앙극장에서 ‘길성운 지사 귀환보고
강연회’가 성황리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해외여행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행사로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주는 ‘소망의 섬’이 될 것”
1959년 5월 13일, 정부는 강원·경북·전북·황해·평남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지사
등 7명의 도지사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때 길성운은
평안남도 도지사로 이동 발령되고, 후임으로 전인홍이 기용됐습니다.
길 지사의 평남지사 발령은 의외였습니다. 그가 필리핀 여행 중이었을 때 ‘길 지사가
4월께 전라북도 도지사로 영전되고 후임에 강경옥, 홍창섭, 전인홍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가진 강연회에서 자신의 이동설에 대해 언급하고 “모
신문에 나에 대한 이동설이 보도돼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진 뒤, “아마 이동을 하게 되면 전북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로
가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길 지사는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 경무대로부터 경질 시사를 받고 5년 7개월 동안 제주도지사로 장기 재임한
점을 들어 상경시켜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가운데
한직이나 다름없는 평남지사로 발령됐던 것입니다. 길 지사는 내심 불만이 컸겠지만
오히려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평남지사로 옮긴 후 4.19가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도지사들이 불명예 퇴진하거나 3.15부정선거에 연루되어 구속됐지만 길 지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 지사는 정부인사가 발표되자 “오랫동안 정들었던 제주도를 떠나게 돼 섭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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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금할 수 없으며 약 6년간 큰 허물없이 도정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나에게는 내왕을 끊을 수 없는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며,
그리고 ‘소망의 섬’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나는 6개월 전부터 이임준비를 해왔으며 오늘
발표한 이임소감은 필리핀 시찰 전에 쓴 후 도지사 관사 책상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면서 오래 전부터 자신의 이임을 알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5월 15일 길 지사는 도청 앞에서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1953년 11월 28일 제7대
제주도지사로 부임했던 길성운은 1959년 5월 12일까지 5년 7개월이라는, 역대 지사
가운데 최장기 재임 기간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도일주를 하면서 일선 읍·면사무소와 각 기관을 방문하고 이임인사를 하는 등 6년 동안
정들었던 제주도민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5월 21일 오후 1시, 제주비행장에는 제주도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유지 700여 명이
나와 길 지사를 환송했습니다. 또 이날 서울로부터 도착한 비행기에는 지사 발령장을 받고
돌아오는 전인홍 지사가 타고 있어 제주비행장에는 개설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 후 길 지사는 평남지사를 1년 만에 그만 두고,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초대
참의원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제주에서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인하공대 상무이사 겸 임시학장, 인천도시관광사장, 홍한재단 전무이사
등을 거쳐 1973년 한일개발주식회사 고문 등으로 제주에서 근무했습니다. 1974년에는
『관광의 제주』라는 제주관광에 대한 안내책자를 저술해 발간하는 등 제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고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뒤, 그곳에서 1981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송작가 문소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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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무국장 재직 시 (1951. 10.~1953. 11.)

01
제1차 제주도의원 소집기념(1952. 5. 20.)
가로 15.0 × 세로 10.8

[좌측 여섯 번째 : 길성운 총무국장(훗날 제7대 제주도지사 역임)]
[좌측 일곱 번째 : 강성건 도의원(부의장)]
[좌측 여덟 번째 : 전인홍 도의원(의장, 훗날 제8대 제주도지사 역임)]
초대 제주도의회는 1952년 5월 20일 임시회의장인 제주시 병문천가 세계고무공업주식회사 창고건물(제
주시 삼도리 1,177번지 소재)에서 첫 소집을 가진 뒤 무기명 투표에 의해 초대 도의회 의장에는 전인홍을
부의장에는 강성건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서울 출장 중인 최승만 지사를 대신하여 길성운 총
무국장이 참석했다.
※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60년사』 (2013), 32~33쪽

38

< 참고자료 : 길성운 지사 재임시 제주도의원 >

제1대 제주도의회 의원 : 정수 20명(북군 13, 남군 7)
【 임 기 : 1952. 5. 20.~1956. 9. 2.(선거일 : 1952. 5. 10.) 】
선거구

사진

성명

출생년도

소속당

북제주군

강재량
(康才良)

1917

무소속

북제주군

고인도
(高仁道)

1896

무소속

북제주군

김대원
(金大元)

1910

자유당

북제주군

김도준
(金道準)

1913

국민회

북제주군

김상흡
(金相洽)

1905

무소속

북제주군

김선희
(金瑄熙)

1926

한 청

북제주군

김영린
(金泳璘)

1910

자유당

북제주군

김영진
(金榮珍)

1920

한 청

비고

1956. 6. 26. 사퇴

1956. 6. 1. 사퇴
(피난민 출신)

1956. 2. 10.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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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40

사진

성명

출생년도

소속당

북제주군

김영희
(金瀛熙)

1896

국민회

북제주군

장용직
(張龍職)

1922

무소속

북제주군

전인홍
(全仁洪)

1901

무소속

북제주군

차명택
(車明宅)

1921

한 청

북제주군

한행석
(韓行晳)

1909

무소속

남제주군

강성건
(姜成健)

1915

자유당

남제주군

강영술
(姜榮述)

1890

자유당

남제주군

김옥현
(金玉賢)

1899

한 청

비고

제8대
제주도지사

선거구

사진

성명

출생년도

소속당

남제주군

김찬익
(金贊益)

1892

국민회

남제주군

송방식
(宋邦植)

1916

자유당

남제주군

허만필
(許萬弼)

1914

한 청

남제주군

현경만
(玄慶萬)

1904

자유당

성명

출생년도

소속당

문종후
(文種厚)

1917

무소속

비고

※ 보궐선거 당선자
선거구

북제주군

사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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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제주도의회 의원 : 정수 15명(제주시 3, 북군 5, 남군 7)
【 임 기 : 1956. 9. 3.~1960. 12. 21.(선거일 : 1956. 8. 13.)】

선거구

42

사진

성명

출생년도

소속당

비고

제주시1

강재량
(康才良)

1917

자유당

1958. 2. 23. 사퇴

제주시2

고병효
(高柄孝)

1912

자유당

제주시3

고정협
(高晶協)

1919

자유당

북제주군1

김선희
(金瑄熙)

북제주군2

송봉규
(宋奉奎)

1931

무소속

북제주군3

고예구
(高禮龜)

1917

자유당

북제주군4

한재원
(韓在源)

1925

무소속

북제주군5

김도준
(金道準)

1913

자유당

남제주군1

강영술
(姜榮述)

1890

자유당

1926

자유당

무투표 당선,
1958. 2. 22. 사퇴

선거구

사진

성명

출생년도

소속당

비고

남제주군2

양인수
(梁仁洙)

1911

자유당

무투표 당선

남제주군3

고태휴
(高泰烋)

1915

자유당

남제주군4

강성건
(姜成健)

1915

자유당

남제주군5

김지만
(金智萬)

1921

자유당

남제주군6

송방식
(宋邦植)

1916

자유당

남제주군7

정맹수
(鄭孟守)

1923

자유당

성명

출생년도

소속당

비고

제주시1

백금식
(白金植)

1924

무소속

무투표 당선

제주시3

김병헌
(金秉憲)

1917

무소속

무투표 당선

1960. 7. 1. 사퇴

무투표 당선

※ 보궐선거 당선자(1958. 6. 18.시행)
선거구

사진

※ 참고자료 : 1.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60년사』(2013), 30~31쪽, 90~91쪽
2.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선거사』(1981), 469~470쪽, 477~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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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군수, 읍·면장, 도립병원장, 도립보건소장, 보건소장 연석회의 기념(1952. 11. 4.) :
제주도립병원(삼도2동)에서
가로 14.8 × 세로 10.5

[상단 좌측 : 제6대 도지사 최승만]
[상단 우측 : 제7대 도지사 길성운(당시 총무국장)]

* 제주도립병원(현 제주의료원) : 1912년 8월 삼도2동 154번지(중앙로14길 21)에서 전남 자혜의원으로
발족하였다. 1927년 3월 전남도립 제주의원, 1946년 7월 제주도 승격으로 제주도립병원, 1976년 1월
제주도립 제주병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983년 7월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
7월 현재 위치인 제주시 아라1동 4-17번지(산천단남길 10)에 이전, 신축 개원하였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참고자료 : 1. 제주의료원 홈페이지(http://www.jejumed.com)
2.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세림, 2000), 285쪽
3. 『제주시 37년』(제주시, 1992), 34쪽
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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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강병대(强兵臺) 체육대회(1953. 6. 15.) : 워커 훈련장에서
가로 8.7 × 세로 6.3

[단상 좌측 길성운 지사(당시 총무국장), 나머지 군인 3명은 당시 육군 제1훈련소 지휘관]
이응준 중장이 제9대 육군 제1훈련소장으로 취임한 날(1953. 6. 15.)에 맞춰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강병대(强兵臺) : 1950년 7월 11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창설된 육군 제1훈련소가 한국전쟁 당시(1951년
1월 22일) 서귀포의 모슬포로 이전된 바, ‘모슬포훈련소’ 혹은 강병(强兵)을 육성하는 터전이라는
뜻으로 ‘강병대(强兵臺)’라고 불렸다. 휴전 이후 육군 제2훈련소(논산 소재)로 대부분의 부대가 옮겨가서
공식적으로 폐쇄(1955년 4월 30일)되기 전까지 약 50만 명의 훈련병들이 훈련 받은 곳이다.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는 2008년 10월 1일 등록문화재 제409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한편, 강병대에서는
매년 군관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해 제주 체육의 기틀을 닦았다. 미8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워커(W. H. Walker) 장군의 이름을 따서 ‘워커 훈련장’이라고 불렸던 부대 연병장은 1955년 광양벌에
제주공설운동장이 마련될 때까지 제주 체육의 산실이었다.
※ 참고자료 : 1. 김응철, 『강병대(육군 제1훈련소)-그리고 모슬포』(남제주문화원, 2006), 80~81쪽
2. 길성운, 『소망의 제주』(문화교육출판사, 1956),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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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관덕정에서 열린 길버트(Gilbert) 소령 송별 음악회(1953. 8. 20.)
가로 14.8 × 세로 10.5

[좌측 세 번째 :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당시 총무국장)]
[좌측 네 번째 : 데커(Decker) 대령]
[좌측 다섯 번째 : 제6대 제주도지사 최승만]
[좌측 여섯 번째 : 길버트(Gilbert) 대령(당시 소령)]
[좌측 일곱 번째 : 전인홍 도의원(제주도의회 초대 의장, 제8대 제주도지사 역임)]
[좌측 여덟 번째 : 김석호 제주신보 사장(초대)]

* 길버트(Charles E. Gilbert) : 제주에 관악을 전파한 미국 군인으로서, 한국전쟁 당시 한국보육원 악대를
조직하고 오현고, 제주농고, 제주중학교, 경찰악대 창설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53년 8월 28일 모국으로
전출되어 제주를 떠났다. 2014년 제주국제관악제 행사에서 그의 딸 다이언 아놀드(Diane Anold) 여사를
초청해 관악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제주의 인연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 참고자료 : 1. 김찬흡, 『제주인물대사전』(금성문화사, 2016), 118~119쪽
2.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161~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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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재임기간 (1953. 11.~1959. 5.)

05
제6대 제주도지사 최승만 송별기념(1953. 11. 30.) : 도지사 관사에서
가로 7.2 × 세로 10.4
[앞줄 왼쪽 : 제6대 제주도지사 최승만]
[앞줄 오른쪽 :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두 분은 일본 유학시절에 만난 선후배 사이로서 최승만 지사가 1951년 5월에 길성운을 총무국장으로 발탁한
인연이 있었다. 최 지사는 전국도지사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제주시 서부교회에서 장신파(長神派)와 조신파(朝
臣派)로 나뉘어져 돌팔매질하며 싸워 도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는 데 자네가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가?”라는 함태영 부통령의 질책성 말을 듣고, 학계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굳혔다. 재임 중
가장 청렴한 도백으로 알려졌던 최 지사의 사퇴는 1953년 11월 22일 결정되었고, 스스로 지사직을 사임한 첫
사례였기 때문에 관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편 정부는 후임 지사에 당시 제주도 총무국장이었던 길성운
을 제7대 도지사로 발령하였는데, 전임 최 지사가 길성운을 후임 지사로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참고자료 : 1. 김찬흡, 『제주인물대사전』(금성문화사, 2016), 833~834쪽
2.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148~149쪽, 185~187쪽, 191~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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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남보육원 낙성식(1954. 2. 23.)
가로 11.9 × 세로 6.9

[가운데 : 길성운 지사]
[우측 두 번째 : 제남보육원 이진우 원장(초대)]
[우측 끝: 한국보육원 황온순 원장]
제남보육원 초대 이사장인 김진현(이진우 원장의 부인)에 따르면, 제남보육원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면사무소 건물을 활용해 개원했다고 한다. 그 후, 김진현 이사장은 한국 육군(모슬포 제1훈련소)에서 사진 속
건물을 건립(1952~53년으로 추정)해주었으나 낙성식을 했던 기억이 없으며, 1954년경에 미군에서 사진 속
건물 뒤쪽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었는데 그때 낙성식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미군이 지어준
건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지 않고, 한국군이 지어준 건물 앞에서 촬영한 이유는 보육원 안내판이 있는
곳에서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2017. 8. 7. 17:00경 전화통화)

* 제남보육원 :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들을 수용한 서귀포시 최초의 아동복지시설로서 1952년 7월 1일
개원하였다. 설립 당시 서귀포시 서귀동 18번지(자구리 해안 유토피아로)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94년에
현재의 서호호근로 183-11번지로 시설을 이전하였다. 2005년 ‘제남아동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4년 ‘제남아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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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제남보육원 낙성식(1954. 2. 23.)
가로 11.7 × 세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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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제남보육원 낙성식(1954. 2. 23.)
가로 5.5 × 세로 4.6

[좌측 끝 : 한국보육원 황온순 원장]
[우측 끝 : 길성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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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도청(현 제주시청) 건물 입구에서(1954. 4. 3.)
가로 5.4 × 세로 7.4

제주도 청사(현 제주시청 본관 건물)는 제6대 최승만 지사 재직 시기에 착공(1952. 2. 18.) 및 준공
(1952. 12. 16.) 되었는데, 해당 건물의 건립에 길 지사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길성운은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준공식 행사에서 경과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
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바 있다. “도 청사가 새로 낙성(落成)을 보게 되었다. 우리 제주도(道)가 전
라남도에 예속되었던 도청(島廳) 시대의 건물이 약 4년전에 소실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도(道)는
청사가 없어서 관덕정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분산집무하여 왔던 것이다. … 이리하여 근 4년간의 분
산생활을 거쳐 오늘날 근대식 양옥(洋屋) 이층 석조 건물(453평)의 완성을 보게 된 것은 분가살이의
제주도가 이제 독립자영(獨立自營)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제야 비로소 명실공히 도(道)로
서의 자격을 구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청사 낙성은 우리 제주도의 자
주독립성을 여실히 들어내는 것이다.”(「신청사 낙성의 의의」, 1952. 12. 16. 제주신보에 기고)
※ 참고자료 : 1. 길성운, 『소망의 제주』(문화교육출판사, 1956), 31쪽
2.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170쪽,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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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NCURK(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
일행을 안내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연대 미상)
가로 11.1 × 세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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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CAC(한국민사원조처) 헤이든 장군과 대화 중인 길성운 지사(1954년 추정)
가로 14.7 × 세로 10.2

[좌측 첫 번째 : KCAC 총사령관 헤이든(F. L. Hayden) 장군]
[중앙 : KCAC 제주지구사령관 오버튼(Overton) 소령]
KCAC 총사령관 헤이든 장군은 1954년 3월 10일에 6시간 동안 제주도를 시찰하고 간 적이 있다.
한편 동년 3월 13일에 제주읍내 동문매일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2,604명의 이재민 피해가 발
생하자, 제주대학의 4년제 승격과 제주읍의 시(市) 승격 문제로 상경 중이던 길 지사는 급보를 받은
즉시 귀도하고 구호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화재소식은 중앙에까지 알려져,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1954. 3. 14.) 헤이든 총사령관이 직접 내려와 이재민 구호본부를 방문한 뒤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지원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헤이든 장군이 제주도를 방문한 연도로 미루
어보아 위 사진의 생산년도를 1954년으로 추정하였다.
※ 참고자료 : 1.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사 연표Ⅱ(현대①)』(2005), 134쪽
2. 진성범, 『사건50년 제주반세기』(제민일보사,1997), 139쪽
3.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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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파티에서 KCAC(한국민사원조처)
헤이든 장군 일행과 만찬 중인 길성운 지사(1954년 추정)
가로 14.7 × 세로 10.2

[좌측 끝 : KCAC 제주지구사령관 오버튼(Overton) 소령]
[우측 끝 : KCAC 총사령관 헤이든(F. L. Hayden)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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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CAC(한국민사원조처) 미군들과 사냥을 즐기고 있는 길성운 지사(1954년 추정)
가로 7.3 × 세로 5.4

[ 군용 지프차 우측 두 번째 : 길성운 지사 ]
길 지사는 “제주는 사냥과 낚시를 즐기는 데 있어 타 지방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장소”라는 점을 소개하
면서, 성산읍 오조리의 식산봉 인근에서 KCAC 직원들과 꿩과 오리를 사냥한 경험을 언급한 바 있다.
※ 참고자료 : 길성운, 『관광의 제주』(1974, 信望愛社), 90~98쪽

55

PART

04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기증 기록물

길성운 지사 기증 기록물 : 시대순 배열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4
도립 제주초급대학 임시 교사(校舍) : 한국피혁공장 터
(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부지, 1954년 추정)
가로 5.4 × 세로 5.4

당시까지만 해도 제주초급대학은 제주농업학교 운동장 한 구석을 빌린
채 나무판자로 임시 건물을 지어 수업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1954년
길 지사는 제주초급대학 건물 신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제주비행장,
한국피혁공장, 조일(朝日)고무공장, 세계고무공장 건물 등을 후보지로
검토했다. 그 중 한국피혁공장의 건물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건물의 매입을 추진하여, 1954년 10월 1일 한국피혁 공장 터 4,251평을
인수했다.
※ 참고자료 : 1.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193~199쪽
2.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오십년사(1952-2002)』,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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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5
도립 제주초급대학 임시 교사(校舍) : 한국피혁공장 터
(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부지, 1954년 추정)
가로 9.6× 세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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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6
도립 제주초급대학 본관 신축 현장을 둘러보는 길성운 지사
(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부지, 1954~56년 추정)
가로 10 × 세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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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7
도립 제주초급대학 본관 신축 현장을 둘러보는 길성운 지사
(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부지, 1954~56년 추정)
가로9.4 × 세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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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8
도립 제주초급대학 제1회 졸업기념(1954. 3. 20.)
가로 21.6 × 세로 13.6

제주대학은 도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도지사가 학장을 겸임했었다. 당시 길성운 지사는 제주초
급대학의 ‘학장서리’를 겸하고 있었다.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던 길 지사의 사진을 상단에 삽입하였는
데, 이 무렵의 사진에는 흔히 있던 일이었다. 제1회 졸업식은 1954년 3월 25일(사진 속 날짜와 불일치) 판
잣집 가교사(假校舍)에서 거행되어 1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 때의 졸업생은 남학생 121명, 여학
생 1명이었으며, 과별로는 국문과 39명, 법과 76명, 축산과 7명이었다.
※ 참고자료 :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오십년사(1952-2002)』 (2002), 97~98쪽

《 제주대학 명칭 변경 연혁 》
1. 도립 제주초급대학(인가 : 1952. 5. 27. / 개교식 1952. 8. 8.)
↓
2. 도립 제주대학 : 도립 4년제로 승격(1955. 4. 6.)
↓
3. 국립 제주대학 : 국립 이관(1962. 3. 1.)
↓
4. 국립 제주대학교 : 종합대학교로 승격(국무회의 의결 1982. 2. 5. / 종합대학 업무 개시 1982. 3. 1.)
※ 참고자료 :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오십년사(1952-2002)』 (2002), 1020~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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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3회 세계보건일 공로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1954. 4. 7.) :
관덕정에서
가로 14.5 × 세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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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주도청 소속으로 구성된 한라산횡단도로 조사반의 현지시찰
(1954. 5.)
가로 7.4 × 세로 5.3

길 지사는 1954년 횡단도로를 답사하며 갖게 된 감정과 결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
다. “이 사람은 지난 5월에도 제주읍으로부터 서귀포까지 횡단도로 즉 서귀포 칠십리
길을 우리 도청직원들과 같이 도보로 답사하고 나서 느낀 것은 동쪽으로 성산일출봉
까지 연달은 광활한 평야 그리고 안내자가 가리키는 송당(松堂)과 녹산장(鹿山場) 같은
유명한 목장지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제주도가 비록 지도상으로는 섬으로 되어 있으
나 실지로는 큰 대륙이라고 하는 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경
치를 구경하면서 이 횡단도로를 답사하고 나서 이 사람은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
다. 그것은 처처(處處)에 유실된 교량(橋梁)과 세월(洗越) 등을 급속히 복구하여 차량통
과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내외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경치
를 널리 소개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 참고자료 : 길성운, 『소망의 제주』 (문화교육출판사, 1956), 119~121쪽

62

21
제주도청 소속으로 구성된 한라산횡단도로 조사반의
현지시찰(1954. 5.)
가로 7.4 × 세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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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장악(물장오리 오름)에서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길성운 지사(1954. 6.)
가로 6.6 × 세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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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라산을 등반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1954. 10. 10.)
가로 10.8 × 세로 7.3

당시 4·3사건 이후 6년여 동안 한라산은 일반인의 입산이 금지되었으나, 제주도경찰국은 한라산에
남아 있는 재산(在山) 무장대가 5명으로 줄어들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
하고 한라산에 대한 일반인의 입산을 1954년 9월 21일을 기해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 10일에는 제주신보가 주최하는 「한라산 개방 기념 답사」가 길성운 지사, 김창욱 검사
장, 신상묵 경찰국장 등을 포함한 군·경찰·금융·교육·언론계 인사 66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다만, 위 사진은 재산 무장대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무장을 한 현역 경찰관들이 경호 차원에서
길 지사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길 지사는 “이 개산(開山) 기념식은 우리 도에서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평화경을 이룩한 승리의 기
념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운 풍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여기에다 인공을 가하여 각종 시
설을 함으로써 내외 관광객들이 앞을 다투어 유람 오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라고 기념사를 남겼다.

※ 참고자료 : 1.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201~202쪽
2. 길성운, 『관광의 제주』 (1974, 信望愛社), 64쪽
3. 제주일보사, 『제주일보 60년사(1945-2005)』 (2005), 253쪽
4. 제주신문사, 『제주신문 50년사』 (1995), 323~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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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사 취임 1주년 기념식(1954. 11. 23.) :
광양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청사 앞에서
가로 10.9 × 세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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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최수용 세관장 송별 기념(1954. 12. 28.) :
일본대학 동창회 제주지부 소속 사람들과 함께
가로 14.3 × 세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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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길성운 지사 공덕 감사
편지봉투(작성일 : 1955. 3.)

26-(2)
길성운 지사 공덕 감사 편지 - 남원면 위미리 주민 일동(작성일 : 1955. 3.)
가로 180 × 세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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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운 지사 공덕 감사 편지 내용>

감사문(感謝文)
민족(民族)의 지상과업(地上課業)인 통일성업(統一聖業)을 완수해야할 을미신춘(乙未
新春)을 맞이하여 각하(閣下)께옵서는 금체존안(錦体尊安)하시고 도정운영(道政運營)에
주야배려(晝夜配慮) 하심을 앙하단축(仰賀且祝)하나이다.
우리 어리석은 백성들이 잔필(殘筆)을 통(通)하여 삼가 각하(閣下)의 존덕(尊德)을 운위
(云謂)하옴은 한갖 외람(猥濫)하고 예도(禮道)에 벗어나지 않을가 두려워하오나 숨길 수 없
는 우리의 진정(眞情)과 솔직(率直)한 미의(微意)을 감(敢)히 적어올리어 각하(閣下)의 아량
(雅量)있는 견책(譴責)을 복몽(伏蒙)함으로써 과분(過分)한 영광(榮光)으로 담겠나이다.
회고(回顧)하오면 이 나라 이 민족(民族)이 갖은 슬픈 운명(運命)의 연쇄(連鎻)는 본(本)

도(道)에도 뻐쳐들어 4·3사건(四三事件)을 효시(嚆矢)로 일시(一時)에 이 산천(山川)은
지옥(地獄)으로 변(変)하고 도민(道民)은 공포(恐怖)와 전율(战慄)속에 숨쉬는 주거미가
되고 말었든 겄임니다.

이러한 뼈져린 화난(禍難)과 창이(創痍)를 가장 무참(無慘)히 겪어온 데가 우리 향토
(鄕土)였으며 우리 리민(里民)들이었음니다.
아름다운 자연(自然) 속에 평화(平和)를 구가(歐歌)하며 오직 알들한 살림을 영위(營
爲)하가는 육백여(六百余) 세대(世帶)가 일조(一朝)에 하늘을 지붕삼아 허덕이는 걸인촌
(乞人村)으로 화(化)해버린 것도 우리 향토(鄕土)였음니다.
이와같은 치열(熾烈)한 폭풍우(暴風雨)가 지난 뒤 이 강산(江山)에는 산천초목(山川草
木)이 새삭트고 삼십만창생(三十萬蒼生)을 애무(愛撫)하는 따스한 태양(太陽)이 고요히
비취었습니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웃음을 띠고 30만 도민(三十萬道民)은 재건재생(再建再生)의
노래를 부름니다.
이것이 바로 본(本) 도(道)를 위(爲)하고 도민(道民)에 기쁨과 행복(幸福)을 주랴는 위대
한 정치가(政治家) 각하의 군림(君臨)엿슴니다.
각하(閣下)의 본(本) 도(道)에 대(對)한 5대 시정방침(五大 施政方針)은 갱생(更生)의 길

70

을 걷는 본(本) 도(道) 발전사상(發展史上) 대서특필(大書特筆)해야 할 것이며 재산적비(在
山赤匪)를 소탕(掃蕩)하여 본(本) 도(道)의 보고(寶庫) 한라산(漢拏山)을 개방(開放)하고 본
(本) 도(道)의 산업재건(産業再建)과 경제부흥(經制復興)을 기(期)하게 된 것도 각하(閣
下)의 숭고(崇高)한 정치적(政治的) 이상(理想)과 도민애(道民愛)에 일관(一貫)한 덕(德)
높은 시정(施政)의 주효(奏效)하고 믿습니다.
더구나 본(本) 도(道)의 국민교육(國民敎育)에 대(対)하여 깊으신 조예(造詣)와 영특(英

特)하신 기지(機智)를 가지시어 본(本) 도(道) 교육이 건전(健全)한 발전일로(發展一路)를

지향(指向)한 한편 금반(今般) 제주대학(濟州大學)을 국립대학(國立大學)으로 승격(昇格)
시켜주신데 대(対)하여는 절도(絶島)에 처(處)하여 최고학부(最高學府)의 교육욕(敎育慾)

에 굼주린 도민(道民)으로서은 감사(感謝)와 감격(感激)에 손벽을 치고 다만 감읍(感泣)할
뿐입니다.
그 외(外) 본(本) 도민(道民)의 문화적(文化的) 생활향상(生活向上)과 원대(遠大)한 정치
적(政治的) 고견(高見) 밑에 본(本) 도(道)를 국가적(國家的) 또는 국제적(國際的)으로 유
일(唯一)한 승경지(勝景地)를 만들려는 규모(規模)와 항만(港灣)을 축조(築造)하여 본(本)
도(道)의 천혜(天惠)와 입지적(立志的) 조건(條件)이 적절(適切)한 수산업(水産業)의 발전
계획(發展計劃)이야 그 얼마나 웅대(雄大)하심니까.
여사(如斯)한 각하(閣下)께옵서 내리신 우로(雨露)와 광명(光明)은 4백리(四百里) 이 천
지(天地)에 골고루 발산(發散)하여 우리의 향토(鄕土) 위미리(爲美里)에도 강구(康衢)에
격양가(擊壤歌) 드높고 각하(閣下)께옵서 의도(意圖)하시는 문화사업(文化事業)도 착착
(着着) 건설보(建設譜)를 꾸미고 있읍니다.
이에 소민(小民)들은 각하(閣下)께옵서의 은욕(恩浴)과 혜택(惠澤)에 젖어있으면서 그
감사(感謝)의 충정(衷情)을 억제(抑制)할 수 없어 졸필(拙筆)로 그 미충(微衷)의 일부(一
部)나마 삼가 아뢰올 수 있음을 더없는 영광(榮光)과 기쁨으로 생각(生覺)하여 마지않습
니다. 끝으로 각하(閣下)께옵서의 건강(健康)과 요원(遼遠)한 전도(前途)에 다행다복(多幸
多福) 하시기 거듭 앙축(仰祝)하나이다.

단기(檀紀) 4288년 3월 일
위미리 리민(爲美里里民) 일동(一同) 상백(上白)
제주도지사(濟州道知事) 각하(閣下)
※ 위 감사문의 내용은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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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립 제주초급대학 제2회 졸업기념 (1955. 3. 28.)
가로 20.9 × 세로 14.9

제2회 졸업식은 제주시 용담동 소재 한국피혁공장을 매수하여 개수한 강당에서 1955년 3월 28일 거행되
어 졸업생 107명을 배출하였다. 이 때의 졸업생은 국문과 18명, 영문과 20명, 법과 44명, 축산과 25명이
었고, 여학생은 1명이었다.
※ 참고자료 :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오십년사(1952-2002)』 (2002),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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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추자도 초도 시찰(1955. 5.)
가로 7.8 × 세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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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추자도 초도 시찰(1955. 5.)
가로 7.3 × 세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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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추자도 초도 시찰 (1955. 5.)
가로 7.4× 세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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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추자도 초도 시찰(1955. 5.)
가로 7.2 × 세로 14

76

[현위치] 한라체육관 동쪽 출입구(직3문)
돌담 아래(2017년 7월 촬영)
* 비석이 세워진 날짜는 단기 4288년 10
월 20일 (서기 1955년 10월 20일)로 되어
있으며, 기념비 하단부의 절취된 단면은
비석이 이전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32
제주공설운동장 창설 기념비 옆에서(1955. 10. 22.)
가로 10.6 × 세로 15.5

광양벌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앞에 제주도 최초의 공설운동장이 개장되어 제주시제 실시(1955. 9. 1.) 경축
체육대회(1955. 10. 22.~24.)가 열렸다. 공설운동장은 전영준(田永畯) 좌수(座首)가 일제 강점기에 2천여평
을 제주읍에 희사한 것을 토대로, 도에서 인근토지 8천 4백여평을 매수하여 최승만·길성운 지사 임기에 걸
쳐 만들어졌다. 공설운동장의 정지(整地) 작업은 육군 제1훈련소와 제주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미공병대의
장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또 운동장의 돌을 골라내는 작업에는 제주시내 초·중·고 학생들이 동원되었
다. 옛 도청 앞 광장은 크고작은 행사가 쉴 새 없이 열렸던 분주한 장소였는데, ‘도청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더
욱 친숙했던 이 운동장의 개설일은 1955년 10월 22일로 알려져 있다. 한편 1967년 운동장이 오라동으로 이
전되었는데, 창설 기념비도 비슷한 시기(혹은 그 이후에)에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설 기념비는 현 제
주종합경기장(제주시 오라1동) 내 한라체육관 부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고자료 : 1. 『제주시 37년』 (제주시, 1992), 65쪽, 159쪽
2.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170쪽, 173쪽
3. 『도제50년 제주실록』(제주도, 1997),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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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사 취임 2주년 기념식(1955. 11. 23.)
가로 10.9 × 세로 7.3

78

34
극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인 헐(John E. Hull)
장군을 환송하는 길성운 지사 : 제주공항(1955년 추정)
가로 12.4 × 세로 9.1

사진 뒷면에는 ‘헐 극동군사령관 환송 : 제주공항에서(1956. 12월)’로
메모되어 있었으나, 헐 장군의 극동군 및 유엔군 사령관 재임기간이
1953~1955년이며 1955년 4월 30일 전역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사진
의 촬영일자는 1955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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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모내기 행사에 참석한 길성운 지사(1956. 5.)
가로 7.4 × 세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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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남제주군민 환영대회 (1956. 5. 23.)
가로 25.6 × 세로 20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 5월 23일 제주도에 대규모 목장건설을 위해 미8군 사령관에서 전역하여 한미재
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밴플리트를 대동하고 제주에 왔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 방문이었다. 이 대통
령은 도착 즉시 남제주군청에서 마련한 군민환영대회에 참석하고, 환영 나온 군중들에게 “서귀포에서 꽃
나무를 많이 심어 세계 유람객들을 끌어모으라”고 연설하였다. 또한 “이번 방문은 제주도에 큰 목장을 만
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군청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는 길 지사의 안내로 서귀포 북
쪽에 있는 목장지대를 돌아본 후 귀경했다.
※ 참고자료 : 1. 대한뉴스 제84호
2.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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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산방산(안덕면 사계리) 아래서
이 대통령에게 산방굴사에 대해 설명하는 길성운 지사
(1956. 5. 23.)
가로 10.6 × 세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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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정방폭포에서(1956. 5. 23.)
가로 15.1 × 세로 11.1

39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정방폭포에서(1956. 5. 23.)
가로 29.5 × 세로 24.7

[좌측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 길성운 지사, 밴플리트 한미재단 이사장, 미8군 참모차장 빅셀(Bixel)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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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천지연 폭포(1956. 5. 23.)
가로 27.2 × 세로 21.3

[이승만 대통령 좌측 : 미8군 참모차장 빅셀(Bixel) 장군]
[이승만 대통령 우측 : 밴플리트 한미재단 이사장, 길성운 지사]

*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1892~1992) :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의 군인. 1951년 4월 리지웨
이(Matthew B. Ridgway) 장군의 후임으로 미 제8군 사령관에 취임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한편, 한
국 육군사관학교 재건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1953년 육군대장으로 퇴역 후 한미재단(韓美財團) 이사장
으로 재임하면서 제주도 송당 목장건설에 큰 기여를 하였다. 외아들 밴플리트 2세(James A. Van Fleet
Jr.)는 공군 조종사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폭격임무 수행 중 실종되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전
사자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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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서귀포 상효목장(1956. 5. 23.)
가로 25.7× 세로 20.4

[이승만 대통령 좌측 : 길성운 지사]
[이승만 대통령 우측 : 밴플리트 한미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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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승만 대통령 제주지역 순시 : 모슬포 비행장
(1956. 5. 23.)
가로 10.6 × 세로 7.4

[좌측 다섯 번째 : 이승만 대통령]
[좌측 일곱 번째 : 길성운 지사]
[좌측 여덟 번째 : 밴플리트 한미재단 이사장]
[좌측 열 번째 : 미8군 참모차장 빅셀(Bixel) 장군]
1956년 5월 23일 이승만 대통령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기상 때문에
제주비행장에 내리지 못하고 모슬포 비행장에 착륙해야만 했다. 이 대
통령 일행은 제주도에 오전 10시 40분경에 도착해서 오후 5시에 귀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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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승만 대통령 제주지역 순시 : 모슬포 비행장(1956. 5. 23.)
가로 30.0 × 세로 24.9

[좌측 : 이승만 대통령]
[중앙 : 길성운 지사]
[우측 : 미8군 참모차장 빅셀(Bixel)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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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길성운 학장 공적비 초안 : 제주대학 동창회 봉립(1956. 5. 작성)
가로 22.6 × 세로 14.6

길 지사의 주요 업적인 교사(校舍) 마련, 4년제 도립대학 승격, 학과 증설, 운동장 및 농장 확보, 본관 건물
신축에 관한 내용이 공적비에 서술되어 있다. 초대 총동창회장 오기문(吳基文)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김
찬흡 前 북제주군 교육장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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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45
길성운 학장 공적비(1956. 6. 2.)
가로 15.3 × 세로 12.4

[현위치]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교정(2017년 7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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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길성운 학장 공적비 제막식 (1956. 6. 2.)
가로 5 × 세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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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47
길성운 학장 공적비 제막식(1956. 6. 2.)
가로 10.5 × 세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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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길성운 학장 공적비 제막식(1956. 6. 2.)
가로 15.6 × 세로 10

사진 좌측 뒤에는 행사의 식순이 적혀있고, 우측 끝에 앉은 이는 동창회장(초대·5대) 오기문(吳基文)이다.
(김찬흡 前 북제주군 교육장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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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49
길성운 학장 공적비 제막식(1956. 6. 2.)
가로 15.6 × 세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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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주대학 본관 낙성식 기념 표창(1956. 6. 2.)
가로 13.5 × 세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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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51
도립 제주대학 본관 낙성식 기념 배구대회(1956. 6. 3.)
가로 21.3 × 세로 11.6

제주대학 학도호국단의 주도하에 1954년 개교 2주년 기념 행사로 전도 배구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는데, 이
대회는 개교일(1952. 5. 27.)에 즈음하여 전통적 기념 행사 중 하나로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위 사진은 도립
제주대학 본관 낙성식 기념에 맞춰 열린 제3회 전도 배구대회 사진으로 추정된다. 중학부는 한림중(남자부),
제주여중(여자부), 고등부는 제주농고(남자부), 제주여고(여자부), 대학 일반부는 제주대학이 우승하였다.
김찬흡 前 북제주군 교육장의 진술에 의하면 제주도로서는 해방 이후 최고의 행사로 불릴 정도로 큰
행사였다.
※ 참고자료 : 1.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사십년사(1952-1992)』(1993), 80쪽
2. 현용준, 『한라산 오르듯이』(각, 2003), 272쪽
3. 제주도, 『도제50년 제주실록』(1997),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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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립 제주대학 본관 및 운동장(1956년 추정)
가로 15 × 세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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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김포공항(1956. 6.)
가로 17.6 × 세로 14

[좌측 끝 : 길성운 지사]
[우측 세 번째 : 제13대 농림부장관 정운갑]
[우측 끝 : 제14대 농림부장관 정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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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 수송 작전 지휘관인
미 공군 헤스(Dean E. Hess) 대령 부부와 기념 촬영(1956년 추정)
가로 8.1 × 세로 5.8

1956년 9월 30일 헤스 대령 부부 내한 당시 동영상인 『대한뉴스 제93호』에 나오는 헤스 대령 부인의
옷차림이 위 사진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촬영연도는 1956년으로 추정된다.
[좌측으로부터 헤스 대령 부부, 길성운 지사, 한국보육원 황온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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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부연설명>
* 딘 헤스(Dean E. Hess, 1917~2015) 대령
한국전쟁 당시 조종사로서 큰 공을 세웠고, 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큰 기여를 한 전쟁영웅이다. 또한 1,000여 명의 고아들을
당시 제주농업중학교로 피난시키는 작전을 수행하여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린다.
헤스 대령의 인도주의적 활약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당대 최고 배우였던 록 허드슨과 실제 전쟁고아 25명이 출연한
『전송가(Battle Hymn)』(1957)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
속에서 고아들이 아리랑을 노래하는 장면을 통해 아리랑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헤스 대령은 자서전을
통해 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전쟁고아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비
설립을 소망하기도 했다. 공군과 광림교회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2017년 3월 9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야외 항공기전시장에 기념비를 세웠다.
헤스대령 공적 기념비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한국보육원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 시설로서 황온순(黃溫順, 1903~2004)이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전쟁
으로 발생한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군의 지원으로 민간보육원을 설립하여 서울 종로초등학교에 고
아들을 임시 수용한 것이 한국보육원의 시초가 되었다.
1950년 12월에 헤스 대령 등의 도움으로 한국보육원 원생 907명이 제주도로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 당시
제주도민들은 한국보육원을 가리켜 유엔군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고 해서 ‘UN고아원’이라고 부르기도 했
다. 한국보육원은 1955년에는 서울로 1970년에는 현재의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했다.

※ 참고자료 : 1.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309~310쪽
2. 김찬흡, 『제주인물대사전』 (금성문화사, 2016), 914~915쪽
3.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129~133쪽
4.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 『원불교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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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55
제주대학 학장 이·취임식 기념(1956. 10. 1.)
가로 12.5 × 세로 9

도립 제주대학 길성운 초대 학장서리의 이임 및 신임 박종만 초대 학장의 취임 기념 사진이다.

《역대 학장 : 도립 제주초급대학~도립 제주대학》
구 분

역대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도립제주
초급대학

초대 학장서리

최승만

1952. 06. 01 ~ 1953. 11. 23

제주도지사 겸임

2대 학장서리

길성운

1953. 11. 24 ~ 1955. 12. 13

제주도지사 겸임

초대 학장서리

길성운

1955. 12. 14 ~ 1956. 09. 02

제주도지사 겸임

초대 학장

박종만

1956. 09. 03 ~ 1957. 01. 28

학장사무취급

길성운

1957. 02. 09 ~ 1957. 07. 30

2대 학장

안상한

1957. 07. 31 ~ 1958. 02. 24

학장사무취급

길성운

1958. 03. 14 ~ 1958. 12. 08

3대 학장

조현하

1958. 12. 09 ~ 1960. 06. 10

학장서리

오응삼

1960. 06. 11 ~ 1961. 01. 17

4대 학장

문종철

1961. 01. 18 ~ 1962. 02. 28

도립
제주
대학

※ 참고자료 : 1.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ejunu.ac.kr)
2.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오십년사(1952-20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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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56
제주대학 학장 이임식(1956. 10. 1.) : 이임사를 하고 있는 길성운 학장 서리
가로 15.6 × 세로 11.2

1956년 10월 1일, 제주대학 학장서리를 34개월 동안 겸직하고 있던 길성운 지사가 학장직에서 물러나고,
후임에 전남지사와 충남지사 등을 지낸 박종만(朴鍾萬)이 취임했다. 제주대학은 설립이후 처음으로 전임
학장을 두게 된 것이었다. 이날 저녁 신·구 학장 이취임식 축하연에서 길 지사는 “몸은 비록 대학을 떠나
지만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계속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한 뒤에 구성진 노래솜씨를 선보
여 좌중으로부터 ‘음백(音伯)’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어 신임 박 학장은 길 지사에 대해 “「길(吉)할 운
수로 성(聖)스럽게」 제주대학을 이끌어 온 전 학장인 길성운 지사에 이어 나는 「순박한 박(朴)처럼」 대학을
순수하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박 학장은 부임 4개월만인 1957년 1월 28일 출
장 중 서울 자택에서 갑자기 숨짐으로써 길 지사가 다시 학장을 겸임할 수 밖에 없었다.
※ 참고자료 :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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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감귤원 (1957. 5.)
가로 8.1 × 세로 6.3

[가운데 : 길성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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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이승만 대통령 송당목장 설립 사전 답사차 내도 :
산지부두(현 제주항)(1957. 5. 23.)
가로 16 × 세로 11.6

1957년 5월 23일 오전 7시 55분, 이승만 대통령이 83세의 노구를 이끌고 해군 군함 편으로 제주에 왔다. 이
날 산지항 외항에 정박한 구축함에서 세관 감시선으로 옮겨 동부두에 내린 이 대통령은 진해에서 바로 제주로
온 것이었으며, 그의 시찰에는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 대장, 전 육군참모총장 이형근 대장, 해군 참모차장 김일
병 소장(참모총장 직무대행 1957. 5. 20.~30.) 등이 수행했다. 이 대통령은 길 지사의 안내로 경찰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뒤 선발대로 와 있던 정운갑 농림부장관, 이남신 축정국장, 서정학 치안국장, 스틴슨 수의사 등의
영접을 받았다.
※ 참고자료 : 1.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315~316쪽
2.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246쪽
☞ 해군역사기록단 전화문의(2017. 12. 12.)와 인터넷 게시 자료를 활용하여 참고자료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인용함
[수정사항 : 해군 참모총장 김일병 ⇒ 해군 참모차장 김일병, 정재설 농림부장관 ⇒ 정운갑 농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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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승만 대통령 송당목장 설립 사전답사차 내도(1957. 5. 23.) :
관덕정에서 도민환영대회
가로 15.9 × 세로 11.7

이승만 대통령은 1957년 5월 23일 오후에 관덕정 광장에서 도민환영대회에 참석하여, 송당목장 건설계획
을 언급하고 “우리 국민도 이제는 쇠고기를 먹어야 합네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송당목장 건설은 이
대통령의 시찰을 계기로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 참고자료 :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246~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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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승만 대통령 송당목장 설립 사전답사차 내도(1957. 5. 23.)
가로 15.6 × 세로 11.5

1957년 5월 23일 오전 7시 25분에 제주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은 도지사 관사에서 아침 식사를 들고 곧바
로 송당목장 조성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목장 한복판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한 시간 동안 정운갑 농림부장
관으로부터 목장의 규모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귀한 땅을 개발하면서 조금이라도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되 옛날의 축산방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식 목장운영을 해
보라”고 지시했다.
※ 참고자료 :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246쪽
☞ 인터넷 게시 자료를 활용하여 참고자료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인용함
[수정사항 : 정재설 농림부장관 ⇒ 정운갑 농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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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승만 대통령 송당목장 설립 사전답사차 내도(1957. 5. 23.)
가로 15.6 × 세로 11.3

[좌측 끝 : 이승만 대통령]
[중앙 : 길성운 지사]
[길성운 지사 우측 : 제13대 농림부장관 정운갑(안경 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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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승만 대통령 송당목장 설립 사전 답사차 내도(1957. 5. 23.)
가로 21 × 세로 15.1

[이승만 대통령 좌측 : 제13대 농림부장관 정운갑]
[이승만 대통령 우측 : 길성운 지사]
[우측 맨 끝 :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대장]
※ 목장 설치 후 명칭 변경 : 국립제주도송당목장 → 국립제주목장(1957. 11. 9.) → 송당목장(현재 민간이전)

107

PART

04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기증 기록물

길성운 지사 기증 기록물 : 시대순 배열

63
국립제주목장 설립 관련 내도한 밴플리트 한미재단 이사장(전 미8군 사령관)을
안내하는 길성운 지사(1957. 6. 22.)
가로 15.6 × 세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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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올리버(Robert T. Oliver) 박사와 천지연 폭포에서(1957. 7.)
가로 13.7 × 세로 14.7

[중앙 : 길성운 지사]
[좌측 네 번째 : 올리버 박사]

* 올리버(Robert T. Oliver) :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바크넬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1942년 9월에 당시 에드
워드 장킨 목사의 소개로 이승만을 처음 만났다. 해방 후 건국 때까지 한국에 와서 이승만과 미군정청 간의
소통을 돕는 자문관으로 활동했으며,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청와대)를 떠난 1960년까지 줄곧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대변하며 해외에서 한국을 홍보하였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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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올리버 박사와 천지연 폭포에서(1957. 7.)
가로 17.2 × 세로 12.8

[위 : 올리버 박사]
[아래 : 길성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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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올리버 박사와 천지연 폭포에서(1957. 7.)
가로 17.6 × 세로 14.3

[좌측 : 길성운 지사]
[우측 : 올리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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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올리버 박사와 천지연 폭포에서(1957. 7.)
가로 12.5 × 세로 10

[좌측 세 번째 : 올리버 박사]
[좌측 네 번째 : 길성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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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도청(현 제주시청) 본관 앞 행사 중 만세를 외치는 장면(연대미상)
가로 10.9 × 세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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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주도지사 길성운 송덕비(안)(1957. 8. 작성)
가로 21× 세로15.2

정의향교 내 송덕비에 새겨진 문구로서 청봉(晴峯) 박우상(朴雨相)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김찬흡 前 북제주군
교육장 진술)

* 박우상 : 최승만 지사 재임 시에 관덕정 북측에 있던 제주도청 청사를 현 제주시청 자리로 옮길 때 (1951년)
상량문(上樑文)을 썼던 제주도의 한학자이다.
※ 참고자료 : 김찬흡, 『제주인물대사전』(금성문화사, 2016), 395쪽

114

70
정의향교(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내 송덕비 앞에서
(1957. 9.)
가로 8.2 × 세로 11.9

[현위치] 정의향교 대성문 옆
(2017년 7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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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부 수리조합 공덕비(1958. 3.) : 한경면 용수저수지 입구
가로 10.2 × 세로 14.2

116

71 : <부연설명>

[현위치] 용수저수지 입구 (2017년 7월 촬영)

용수저수지(인공호수) 전경(2017년 7월 촬영)

[좌측 : 민의원의원 김두진 공덕비]
[우측 : 제주도지사 길성운 공덕비]
제주는 이전부터 논농사는 없고 거의 밭농사만을 지어 왔다. 쌀 생산을 위하여 1950년대부터 저수지를
만들고 물길을 열어 논을 만들려고 하여 수리조합이 생겨났다. 그 재원은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나면서 농업정책이 바뀌고 감귤산업이 발전함으로써 농업경업의 수지가
맞지 않아서, 논은 거의 폐작 상태가 되거나 밭으로 환원되게 되었다.
제주도 수리조합 현황
수리조합이름
상효(上孝) 조합

착수연도
1947년

혜택받는 면적
30정보

투 자 액
3,000,000환

생산량
450석

상예(上禮) 조합

1950년

법환(法還) 조합

1952년

100정보

2,500,000환

실패

64정보

3,000,000환

광령(光令) 조합

768석

1953년

147정보

64,000,000환

4,410석

서부(西部: 한경) 조합

1953년

124정보

113,000,000환

3,034석

귀엄(貴儼) 조합

1953년

154정보

259,000,000환

-

동부(東部: 종달) 조합

1953년

65정보

159,000,000환

-

신촌(新村) 조합

1958년

83정보

150,000,000환

-

하원(河源) 조합

1958년

151정보

117,000,000환

-

※ 참고자료 :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세림, 2000), 319~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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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밴플리트 장군과 식사 중인 길성운 지사(1957년 추정)
가로 25.5 × 세로 20.6

제주개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국립제주목장(송당목장)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좌측 끝 : 제13대 농림부장관 정운갑(안경 쓴 이)]
[좌측 두 번째 : 미국인 수의사 스틴슨]
[중앙 : 밴플리트 장군(한미재단 이사장 및 고문 역임, 무늬 있는 넥타이 착용)]
[밴플리트 장군 우측 : 길성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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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밴플리트 장군과 식사 중인 길성운 지사(1957년 추정)
가로 25.5 × 세로 20.6

[좌측 첫 번째 : 미국인 수의사 스틴슨]
[좌측 세 번째 : 밴플리트 장군(무늬 있는 넥타이 착용)]
[밴플리트 장군 우측 : 길성운 지사]
[우측 끝 : 제13대 농림부장관 정운갑(안경 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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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밴플리트 장군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방문(1957년 추정)
가로 14.9 × 세로 11

[앞줄 좌측 끝 : 미국인 수의사 스틴슨]
[앞줄 좌측 두 번째 : 길성운 지사]
[앞줄 좌측 세 번째 : 밴플리트 장군(한미재단 이사장 및 고문 역임)]
[앞줄 좌측 네 번째 : 제13대 농림부장관 정운갑]
위 사진은 국립제주목장(송당목장) 건립과 관련하여 밴플리트 장군 일행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것
으로 보인다. 밴플리트 장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혜의 목장 조건을 두루 갖춘 제주도에 대규모 목장을
건설하여 품종이 뛰어난 외국산 소를 도입해서 몸집이 작은 한우를 개량할 경우 축산발전은 분명하다고 이
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곤 했다. 목장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밴플리트 장군을 안내했던 길 지사는 훗날
직원 조회에서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노(老) 장군이지만 그 왕성한 의욕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
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참고문헌 :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244~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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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립제주목장 완공 후 답사(1957.12.추정)
가로 15.6 × 세로 10.4

[좌측 두 번째 : 제14대 농림부장관 정재설]
[좌측 세 번째 : 길성운 지사]
[좌측 다섯 번째 : 밴플리트 장군]
[좌측 여섯 번째 : 미국인 수의사 스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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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미 공보원 일행과 기념 촬영 : 도지사 관사에서
(1957년 추정)
가로 15.6 × 세로 11.5

도지사(道知事) 관사는 일제 강점기 도사(島司) 관사로 지어진 것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김찬흡 前 북제주군 교육장 진술)
[현위치] 관덕정 옆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

[우측 네 번째 : 길성운 지사]
[우측 다섯 번째 : 현수신 여사(길 지사의 부인)]

122

도연합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건물 (2017년
7월 촬영)

77
미 공보원 일행과 기념 촬영 : 도지사 관사 정원에서(1957년 추정)
가로 15.6 × 세로 11.3
[우측 네 번째 : 길성운 지사]
[우측 여덟 번째 : 현수신 여사(길 지사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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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정재설 농림부장관 및 이응준 체신부장관 제주 시찰 : 도지사 관사에서(1957. 10.)
가로 12.3 × 세로 8.6

[서 있는 사람 좌측으로부터 두 번째 : 도의원 강재량(안경 쓴 이)]
[서 있는 사람 좌측으로부터 여섯 번째 : 국회의원 강경옥]
[서 있는 사람 좌측으로부터 여덟 번째 : 제14대 농림부장관 정재설]
[서 있는 사람 좌측으로부터 열 번째 : 길성운 지사]
[서 있는 사람 좌측으로부터 열 두번째 : 현수신 여사(길 지사의 부인)]
[서 있는 사람 우측으로부터 네 번째 : 제7대 체신부장관 이응준]
[앉아 있는 사람 우측으로부터 세 번째 : 제주대학 총동창회장(초대·5대) 오기문]

* 강재량(康才良, 1917~1994): 제주도의 정치가로서 1952년 5월 무소속으로 초대 제주도의원 당선, 1960년 7월
실시한 초대 참의원(제1부, 6년 임기) 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 1956년 8월
자유당 소속으로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 강경옥(康慶玉, 1907~1999): 제주도의 정치가로서, 1950년 6월 제2대 국회의원 당선,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당선, 1960년 7월 초대 참의원(제2부, 3년 임기) 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 이응준(李應俊, 1891~1985):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제주지구계엄사령관, 제주 모슬포의
육군 제1훈련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제주도에서 근무한 바 있다.

※ 참고자료 : 1. 김찬흡, 『제주인물대사전』(금성문화사, 2016), 4~6쪽, 41쪽, 75~676쪽
2.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선거사』(1981),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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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경무대(景武臺)를 방문한 전국지방장관(1958. 10. 4.)
가로 21.3 × 세로 12.2
[우측 다섯 번째 : 길성운 지사]
1958년 10월에 개최된 전국지방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도지사 일동은 경무대를 방문(1958년 10월 4일 오
전 9시)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의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여야만 한
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58. 10. 5.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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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우링(Dowling) 주한 미국대사,
원(Warne) 유엔 경제조정관, 송인상 부흥부장관 제주도 시찰(1958년 추정)
가로 15.6 × 세로 10.4
[길성운 지사 우측 : 제4대 주한 미국대사 다우링(Walter C. Dowling)]
[비행기 입구 우측 옆 모습의 남성 : 원(William E. Warne) 유엔경제조정관]
[우측 끝 : 송인상 부흥부장관]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관리번호 : CET0036082)을 참고하여 195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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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다우링(Dowling) 주한 미국대사, 원(Warne) 유엔 경제조정관, 송인상 부흥부장관
제주도 시찰(1958년 추정) : 송당목장
가로 15.6 × 세로 10.8
[좌측으로 부터 세번째 (카우보이 모자를 쓴 이) : 미국인 수의사 스틴슨]
[좌측으로 부터 네번째 : 제4대 주한 미국대사 다우링(Walter C. Dowling)]
[좌측으로 부터 다섯번째 : 원(William E. Warne) 유엔경제조정관]
[우측으로 부터 세번째 : 송인상 부흥부장관]
[우측 끝 : 길성운 지사]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관리번호 : CET0036082)을 참고하여 195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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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오름 앞에서(송당목장으로 추정, 연대 미상)
가로 15.6 × 세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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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최재유 문교부장관 환영 행사(1959. 4. 23.)
가로 15.6 × 세로 10.7

[ 좌측 : 길성운 지사 ]
[ 우측 : 제6대 문교부장관 최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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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 천제연 폭포에서(1959. 4.)
가로 15.6 × 세로 9.1

[ 상단 좌측으로부터 네 번째 : 길성운 지사 ]
[ 상단 좌측으로부터 다섯 번째 : 제6대 문교부장관 최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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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시 천제연 폭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1959. 4.)
가로 9.7 × 세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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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 위미국민학교(현 위미초등학교) 교정(1959. 4.)
가로 15.6 × 세로 10.4

[좌측 두 번째 : 길성운 지사]
[좌측 세 번째 : 제6대 문교부장관 최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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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 성산수산고등학교 시찰(1959. 4.)
가로 15.6 × 세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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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 도지사 관사에서(1959. 4.)
가로15.6 × 세로 10.2

[좌측 여섯 번째 : 길성운 지사]
[좌측 일곱 번째 : 제6대 문교부장관 최재유]
[우측 네 번째 : 현수신 여사(길 지사의 부인)]

134

89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 산방산에서(1959. 4.)
가로 15.6× 세로 11

[좌측 세 번째 : 제6대 문교부장관 최재유(안경 쓴 이)]
[좌측 네 번째 : 길성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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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연대 미상)
가로 15.6× 세로 11

136

91
초대 주한 서독 대사 헬츠 일행 : 도지사 관사에서(연대 미상)
가로 20.9 × 세로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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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한 서독 대사 헬츠 일행 : 제주도청(현 제주시청)에서
(연대미상)
가로 10.5 × 세로 14.4

138

93
제주 노회 기독면려 연합회 일동 : 황성효 회장을 모시고(1958. 11. 29.)
가로 15.6 × 세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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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필리핀 시찰 일행(1959년)
가로 11 × 세로 8.9
[우측 여섯 번째 : 길성운 지사]
길성운 지사는 임기만료 전 지역사회개발선진국 시찰단의 일원으로 필리핀 시찰(1959. 1. 5.~ 3. 13.)을
다녀왔다. 여행을 마친 길성운 지사는 여행 도중에 쓴 「필리핀 기행문」을 제주신보에 기고하는 등 외국의
문물과 관광 실태를 도민들에게 소개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로서는 해외연수가 매우 드물었던 시
절로써 1959년 3월 17일에는 제주신보사 주최로 제주시내 중앙극장에서 귀환보고 강연회가 성황리에 열
리기도 했다.
※ 참고자료 :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264~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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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필리핀 시찰 후 귀국 시 일본 궁성 앞(1959. 3.)
가로 11 × 세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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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사 집무실에서(연대 미상)
가로 35.4 × 세로 27.3
집무실 벽면에 ‘제주도 목야도(牧野圖)’가 걸려있는데, 이는 길 지사 재임 시의 주된 현안이 목장 건립이었
음을 보여준다.

142

97
지사 집무실에서(연대 미상)
가로 15.5 × 세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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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사 집무실에서(연대 미상)
가로 15.6 × 세로 10.8

144

99
제주도청(현 제주시청)에서(연대 미상)
가로 10.2 × 세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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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지사 퇴임 후 (1959.5.~)

100
제주를 떠날 때(1959. 5.)
가로 9.4 × 세로 6.7

1959년 5월 13일자로 길성운 지사는 평안남도 도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1959년 5월 15일 아침 도

초대 참의원 의원 선거 결과 : 제주도 선거구
(1960. 7. 29.시행)

청 앞에서 이임식을 가진 후 이례적으로 5월 18일

기호

성명

성별

소속당

득표수

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도 일주를 하면서 일선 읍

1

강재량(康才良)

남

민주당

23,257

면사무소와 각 기관을 방문하고 이임 인사를 하는

2

장공우

남

등 정 들었던 제주도민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3

길성운(吉聖運)

남

민주당

13,672

길 지사가 이임하는 5월 21일 오후1시 제주비행장

4

강경옥(康慶玉)

남

무소속

21,362

에는 56대의 차량이 나오는 등 제주도내 기관·단

5

황순하(黃舜河)

남

무소속

19,735

체장과 지역유지 700여 명이 길 지사를 환송했다.

6

양병직

남

무소속

18,402

훗날, 길 지사는 평남지사를 1년만에 그만 둔 후

7

장수두(張水斗)

남

민주당

11,131

1960년 7월에 실시된 초대 참의원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제주에서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 참고자료 :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266~268쪽

146

비고
당선1부
(6년 임기)

한국사회당 8,438
당선2부
(3년 임기)

※ 참고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선거사』(1981), 243쪽

101
제주를 떠날 때(1959. 5.)
가로 9.4 × 세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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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위치] 육군사관학교(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102
밴플리트 장군 동상(1960. 3.)
가로 10.3 × 세로 14

밴플리트 장군 동상은 4년제 육사 개교에 기여한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의 업적을 기념하고 6.25전쟁
당시 그의 전공과 인류애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60년 3월에 주한 미 육군 장병의 성금으로
건립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중 밴플리트 장군은 “제주도에 미국식 대단위 목장을 건설해 외국산 고기소
를 도입하여 집중 사육해야 한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끊임없이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참고자료 : 1.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http://www.kma.ac.kr/)
2. 진성범, 『사건50년 제주반세기』(제민일보사,1997),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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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퇴임 후 제주도 방문 : 도청(현 제주시청) 앞(1961. 10. 28.)
가로 12.6 × 세로 8.7

[윗줄 우측 다섯 번째 : 길성운 지사]
윗줄 좌측 세 번째에 있는 군복 착용자가 5·16 이후 현역 해군 준장 신분으로 제12대 제주도지사로 임명
된 김영관(당시 36세) 지사이다. 군사혁명위원회가 들어선 이후, 각 관공서에서는 소속·계급·성명이 기재
된 명찰을 가슴에 달고 근무토록 하는 등 흡사 학생들을 단속하는 듯한 지시가 계속 내려왔다. 심지어 공
무원 복장은 검소해야 된다면서 재건국민복(재건복)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시기였다.
※ 참고자료 :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백열전 제1권』, 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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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퇴임 후 제주도 방문 : 5·16도로(1960년대 추정)
가로 11.6 × 세로 8.5

5·16 이후 처음으로 포장공사를 시작한 도로라는 의미에서 5·16도로라고 명명되었다. 해당 도로가
60년대에 국도로 지정고시 되고 개통식 및 포장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사진은 길 지사가 퇴임 이후 제주를 방문하여 택시를 타고 포장공사가 완료된 5·16도로를
둘러보는 사진으로 추정된다.
※ 참고자료 : 김중근, 『제주건설사(도로·교량·교통)』(2017), 105쪽,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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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퇴임 후 길성운 지사가 집필한 『관광
의 제주』(1974, 信望愛社)

길성운 지사는 지사직 이임 시 “제주도는
앞으로도 나에게는 내왕을 끊을 수 없는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며, 「소망의 섬」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길 지사
는 퇴임 후 10여년이 지난 후에도 제주도
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제주 관광에
관한 안내 책자를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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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백록담의 설경 : 녹담만설(1974년 추정)
가로 15.6 × 세로 11

길 지사가 저술한 『관광의 제주』(1974, 信望愛社)에 수록된 사진으로서 1974년(혹은 그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백록담을 보고 느낀 감정을 묘사하면서 영주십경의 하나인 녹담만설을 다음과 같이 소
개하고 있다. “그 꼭대기에 올라서면 동서남북의 전도풍경(全島風景)이 한 눈에 들어와 마치 구름위에 어
떤 신비한 세계에 올라 온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 백록담에는 물론 주위
의 봉악(峯岳)을 비롯하여 주변 산봉에는 백설(白雪)이 쌓일대로 쌓였다가 5월말까지도 녹지가 않아 그
야말로 눈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이래서 바로 녹담만설(鹿潭晩雪)이라 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 : 길성운, 『관광의 제주』(1974, 信望愛社),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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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개미목에서의 전망(연대 미상)
가로 15.6 × 세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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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개미목 입구에서 본 백록담 전경(연대 미상)
가로 15.6 × 세로 11.7

154

109
외돌개(1974년 추정)
가로 12.3 × 세로 8.4

길 지사가 저술한 『관광의 제주』(1974, 信望愛社)에 수록된 사진으로서 1974년(혹은 그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길 지사는 외돌개를 해금강에 비견할 만한 절경으로 소개하였다.
※ 참고자료 : 길성운, 『관광의 제주』(1974, 信望愛社),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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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길성운 지사의 친필 서예 작품
(1981. 5. 10.)
가로 30.5 × 세로 73.5

퇴임 후 미국 생활 당시 쓴 글로서 기독
교 신자였던 길 지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마성(磨星)은 길 지사의 호이다.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숭배하고
인간을 사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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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재직 시 (1951. 10.~1953. 11.)
z

연번

사 진

내

1

용

비고

제1차 제주도의원 소집기념

1952. 5. 20.

군수, 읍·면장, 도립병원장, 도립보건소장,
보건소장 연석회의 기념
: 제주도립병원(삼도2동)에서

2

1952. 11. 4.

3

강병대 체육대회 : 워커 연병장에서

1953. 6. 15.

4

관덕정에서 열린 길버트(Gilbert) 소령 송별 음악회

1953. 8. 20.

02

도지사 재임 기간 (1953. 11.~ 1959. 5.)

1. 이취임 기념
연번

사 진

5

용

제6대 제주도지사 최승만 송별기념 : 도지사 관사에서

1953. 11. 30.

160

내

비고

연번

사 진

내

용

비고

지사 취임 1주년 기념식
: 광양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청사 앞에서

24

1954. 11. 23.

33

지사 취임 2주년 기념식

1955. 11. 23.

2. 한라산 개방 : 4·3사건의 종결
연번

사 진

23

내

용

비고

한라산을 등반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

1954. 10. 10.

3. 한국전쟁의 피해 복구
(1) 전쟁고아 구호 관련
연번

사 진

6

내

용

비고

제남보육원 낙성식

1954. 2. 23.

7

제남보육원 낙성식

1954. 2. 23.

161

PART

05

연번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기증 기록물

기록물 목록 : 주제별 배열

사 진

내

8

용

비고

제남보육원 낙성식

1954. 2. 23.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 수송 작전 지휘관인 미 공군
헤스(Dean E. Hess) 대령 부부와 기념 촬영

54

1956년 추정

(2) 피해복구 관련 : 대외원조 요청 활동
연번

사 진

내

용

UNCURK(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 일행을
안내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

10

연대 미상

UNCURK(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 일행을
안내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

11

1954년 추정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파티에서 KCAC(한국민사원조처)
헤이든 장군 일행과 만찬 중인 길성운 지사

12

1954년 추정

KCAC(한국민사원조처) 미군들과 사냥을 즐기고
있는 길성운 지사

13

1954년 추정

162

비고

4. 공설운동장 창설
연번

사 진

32

내

용

비고

제주공설운동장 창설기념비 옆에서

1955. 10. 22.

5. 이승만 대통령 관련
(1) 1956년 제주 시찰
연번

사 진

36

내

용

비고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남제주군민 환영대회

1956. 5. 23.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산방산 아래서 이 대통령
에게 산방굴사에 대해 설명하는 길성운 지사

37

1956. 5. 23.

38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정방폭포에서

1956. 5. 23.

39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정방폭포에서

195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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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40

내

용

비고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천지연 폭포

1956. 5. 23.

41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 서귀포 상효목장

1956. 5. 23.

42

이승만 대통령 제주지역 순시 : 모슬포 비행장

1956. 5. 23.

43

이승만 대통령 제주지역 순시 : 모슬포 비행장

1956. 5. 23.

(2) 1957년 제주 시찰
연번

사 진

내

용

이승만 대통령 송당목장 설립 사전 답사차 내도
: 산지부두(현 제주항)

58

1957. 5. 23.

이승만 대통령 송당목장 설립 사전 답사차 내도
: 관덕정에서 도민환영대회

59

195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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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진

60

내

용

비고

이승만 대통령 송당목장 설립 사전 답사차 내도

1957. 5. 23.

61

이승만 대통령 송당목장 설립 사전 답사차 내도

1957. 5. 23.

62

이승만 대통령 송당목장 설립 사전 답사차 내도

1956. 5. 23.

(3) 경무대 방문
연번

사 진

내

79

용

비고

경무대를 방문한 전국지방장관

1958. 10. 4.

6. 축산분야 : 국립제주목장 설립 관련
연번

사 진

내

용

비고

국립제주목장 설립 관련 내도한 밴플리트 한미재단
이사장(전 미8군 사령관)을 안내하는 길성운 지사

63

195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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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72

내

용

밴플리트 장군과 식사 중인 길성운 지사

1957년

73

밴플리트 장군과 식사 중인 길성운 지사

1957년

74

밴플리트 장군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방문

1957년

75

국립제주목장 완공 후 답사

1957. 12. 추정

다우링(Dowling) 주한 미국대사, 원(Warne) 경제조정관,
송인상 부흥부장관 제주도 시찰

80

1958년

다우링(Dowling) 주한 미국대사,
원(Warne) 유엔 경제조정관, 송인상 부흥부장관 제주도
시찰 : 송당목장

81

연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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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진

82

내

용

비고

오름 앞에서(송당목장으로 추정)

연대 미상

102

밴플리트 장군 동상

1960. 3.

7. 농업분야
연번

사 진

35

내

용

비고

모내기 행사에 참석한 길성운 지사

1956. 5.

57

감귤원

1957. 5.

71

서부 수리조합 공덕비 : 한경면 용수저수지 입구

195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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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분야
(1) 제주대학의 성장
① 도립 제주초급대학 : 부지 확보 및 본관건물 착공
연번

사 진

내

용

도립 제주초급대학 임시 교사(校舍)
: 한국피혁공장 터

14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4년 추정
도립 제주초급대학 임시 교사(校舍)
: 한국피혁공장 터

15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4년 추정
도립 제주초급대학 본관 신축 현장을 둘러보는
길성운 지사

16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4~56년 추정
도립 제주초급대학 본관 신축 현장을 둘러보는
길성운 지사

17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4~56년 추정

도립 제주초급대학 제1회 졸업기념
18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4. 3. 20.

도립 제주초급대학 제2회 졸업기념
27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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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분야
(1)제주대학의 성장
② 도립 제주대학 : 본관 준공 및 4년제 승격
연번

사 진

44

내

용

길성운 학장 공적비 초안 : 제주대학 동창회 봉립

비고

전자파일

1951. 5. 작성

길성운 학장 공적비
45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6. 6. 2.

길성운 학장 공적비 제막식
46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6. 6. 2.

길성운 학장 공적비 제막식
47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6. 6. 2.

길성운 학장 공적비 제막식
48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6. 6. 2.

길성운 학장 공적비 제막식
49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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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내

용

비고

제주대학 본관 낙성식 기념 표창
50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6. 6. 2.

도립 제주대학 본관 낙성식 기념 배구대회
51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6. 6. 3.

도립 제주대학 본관 및 운동장
52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6년 추정

제주대학 학장 이·취임식 기념
55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6. 10. 1.
제주대학 학장 이임식
: 이임사를 하고 있는 길성운 학장 서리

56

* 제주대학교 기록관 제공
1956. 10. 1.

(2) 문교부장관 영접
연번

사 진

83

용

최재유 문교부장관 환영 행사

195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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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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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연번

사 진

84

내

용

비고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 천제연 폭포에서

1959. 4. 23.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시 천제연 폭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

85

1959. 4.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 위미초등학교(현 위미초등학교) 교정

86

1959. 4.

87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 성산수산고등학교 시찰

1959. 4.

88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 도지사 관사에서

1959. 4.

89

최재유 문교부장관 내도: 산방산에서

195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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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인사 영접
(1) 유엔군 사령관 환송
연번

사 진

내

용

비고

극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인 헐(John E. Hull)
장군을 환송하는 길성운 지사 : 제주공항

34

1955년 추정

(2) 올리버 박사(이승만 대통령의 정치고문) 영접
연번

사 진

64

내

용

올리버(Robert T. Oliver) 박사와 천지연 폭포에서

1957. 7.

65

올리버 박사와 천지연 폭포에서

1957. 7.

66

올리버 박사와 천지연 폭포에서

1957. 7.

67

올리버 박사와 천지연 폭포에서

195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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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공보원 일행 영접
연번

사 진

내

76

용

비고

미 공보원 일행과 기념 촬영 : 도지사 관사에서

1957년 추정

77

미 공보원 일행과 기념 촬영 : 도지사 관사 정원에서

1957년 추정

(4) 농림부 장관 및 체신부 장관 영접
연번

사 진

내

용

비고

정재설 농림부장관 및 이응준 체신부장관 제주 시찰
: 도지사 관사에서

78

1957. 10.

(5) 서독 대사 영접
연번

사 진

91

내

용

비고

초대 주한 서독 대사 헬츠 일행 : 도지사 관사에서

연대 미상

92

주한 서독 대사 헬츠 일행 : 제주도청(현 제주시청)에서

연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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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지시찰
(1) 한라산 횡단도로 시찰
연번

사 진

내

용

비고

제주도청 소속으로 구성된 한라산 횡단도로 조사반의
현지시찰

20

1954. 5.

제주도청 소속으로 구성된 한라산 횡단도로 조사반의
현지시찰

21

1954. 5.

(2) 추자도 시찰
연번

사 진

28

내

용

추자도 초도 시찰

1955. 5.

29

추자도 초도 시찰

1955. 5.

30

추자도 초도 시찰

195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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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진

31

내

용

비고

추자도 초도 시찰

1955. 5.

11. 행사관련
연번

사 진

내

용

비고

제3회 세계보건일 공로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

19

1954. 4. 7.

68

도청(현 제주시청) 앞 행사 중 만세를 외치는 장면

연대 미상

12. 도청(현 제주시청)에서
연번

사 진

9

내

용

비고

도청(현 제주시청) 건물입구에서

1954. 4. 3.

96

지사 집무실에서

연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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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진

97

내

용

비고

지사 집무실에서

연대 미상

98

지사 집무실에서

연대 미상

99

제주도청(현 제주시청)에서

연대 미상

13. 해외 시찰
연번

사 진

94

내

용

필리핀 시찰 일행

1959년

95

필리핀 시찰 후 귀국 시 일본 궁성 앞

195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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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민들의 보답
(1) 위미리 주민들의 감사 편지
연번

사 진

26-

내

용

비고

길성운 지사 공덕 감사 편지 봉투

(1)

1955. 3.

26-

편지

길성운 지사 공덕 감사 편지-남원면 위미리 주민 일동

(2)

1955. 3.

(2) 정의향교 송덕비 건립
연번

사 진

69

내

용

제주도지사 길성운 송덕비(안)

비고

전자파일

1957. 8. 작성

70

정의향교(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내 송덕비 앞에서

195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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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미분류 사진)
연번

사 진

내

용

비고

수장악(물장오리 오름)에서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길성운 지사

22

1954. 6.

최수용 세관장 송별 기념
: 일본대학 동창회 제주지부 소속 사람들과 함께

25

1954. 12. 28.

53

김포공항

1956. 6.

90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길성운 지사

연대 미상

제주 노회 기독면려 연합회 일동
: 황성효 회장을 모시고

93

1958. 11. 29.

178

전자파일

03

도지사 퇴임 후 (1959. 5.~)

1. 제주를 떠날 때
연번

사 진

100

내

용

비고

제주를 떠날 때

1959. 5.

101

제주를 떠날 때

1959. 5.

2. 퇴임 후 제주 방문
연번

사 진

내

용

비고

퇴임 후 제주도청(현 제주시청)을 방문한
길성운 지사

103

1961. 10. 28.

104

퇴임 후 제주도 방문 : 5.16도로

1960년대 추정

106

백록담의 설경 : 녹담만설

1974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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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목록 : 주제별 배열

사 진

107

내

용

비고

개미목에서의 전망

연대 미상

108

개미목 입구에서 본 백록담 전경

연대 미상

109

외돌개

1974년 추정

3. 저서 및 서예 작품
연번

사 진

105

내

용

비고

퇴임 후 길성운 지사가 집필한 『관광의 제주』(1974)

서적

길성운 지사의 친필 서예 작품

서예

1974년 출판

110

198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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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도백(道伯)의 역사기록이
제주발전의 근간이 되길 바라며
길(吉) 도백(道伯)께선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을 다니던 중 남북분단으로 인해 고향을 잃었다 합니다.
그 후 문교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고향을 찾아와
제주 섬의 멋을 즐겼다 하지요.
만약 길 도백께서 이 사진첩을 펼쳐 보게 된다면 옛 추억이
달 뜨듯 밝고 아름답게 생각나겠지요.
선생님께선 제주 초급대학과 깊은 연을 맺은 후 이 학교를
4년제로 승격시켜 제주도민의 배움을 드높이는 데에 온
힘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본 자료집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학장을
맡으셨던 기간동안 학생이었던 저로서는 광주 상무대에서
길성운 지사와 현수신 여사
CSMC(대학생 특별군사훈련 간부후보생 교육단) 훈련을
받았던 일, 게릴라가 준동하던 길을 걸어 처음으로 한라산을 등반했던 일들이 달리는 말
위에서 산천을 보는 듯 머릿속에서 슬슬 지나치던군요. 이런저런 일로 학도호국단 간부
학생들과 따스한 얘기를 오갔던 일도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퇴임 후 실향민이 낙원을 찾듯이 미국으로 건너가시고, 70세가 되시던 해에 이승을
뜨셨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현수신 여사와 어린 자제분들은 선생님께서 제주 도백으로
재직하며 남기신 사진들을 볼 때마다 이국의 서글픈 눈물도 맺혔겠지요.
2008년 6월 즈음, 미국에 계시던 현 여사님은 큰 따님과 함께 귀중한 자료들을 들고 오셔서
도에 기증하셨고 저는 지금의 원(元) 도백에게 그간 묵혀있던 이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자고
건의를 했었지요. ‘도백의 역사기록은 제주발전의
근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달에 걸쳐 고증(考證)을 마친바, 70여 년간 묵혀
있던 자료들이 이제야 햇볕을 쐬고 저 또한 이 글을 쓰게
되니 참으로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잊고 지나칠 뻔
했던 과거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에 자료집까지 발간하게 되었다니 절로 손뼉을 치게
될 일이지요. 특히 선생님의 큰 딸은 나의 망매(亡妹)와
신성여중 동기생으로 매우 친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길 도백의 장녀 길희영(좌측)과 나의
망매 김찬명(우측) : 도지사 관사에서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듣건대 선생님의 아들

184

길희성(吉熙星)은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로 오래 봉직하였다니, 그마저도 희보(喜報)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활자보다는 실감나는 영상자료를 즐겨 찾는다고 하니, 바로 이런 면에서
본 자료집은 유익한 사료로 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매번 도백들의 임기가 끝나거든
그 시기마다 이런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10점의 기증 자료에 대해 기술(記述)하고 고증(考證)했던 이 작업은, 제주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事實)’들을 ‘사실(史實)’로 선별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혹여나 오류가 있다면 후학들의 질정(叱正)이 있기를 바랄
뿐이지요. 모쪼록 이 자료집이 우리 후손들이 제주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해하는 과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집 발간을 총괄했던 이영
진 총무과장, 기획을 맡았던 양제윤 사무관, 현
장답사 및 자료 배경정보 기술(記述)을 도맡았던
강경무 연구사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
히 제가 매번 채찍질하여, 바쁜 와중에도 밤마다
이 작업을 하였던 강 연구사에게 참으로 가상
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슬기롭게 일 처리를
해주었던 강 연구사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의 편집 회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 7. 7.)
늘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일수록 일 복이
많아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꼭 같구려! 망언다사(妄言多謝)로다.
2017년 12월 9일

도립 제주초급대학 제2회,
도립 제주대학 제1회 국어국문학과 졸업생
김찬흡

185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기증 기록물
총괄

총무과장 이영진

기획ㆍ편집

탐라기록관리담당 양제윤
행정주사 임영희
행정주사 김광수
전문경력관 나군 현의석

자료 조사·기술

기록연구사 강경무

행정지원

사무운영주사보 오순진

원고교정

행정주사보 오수미

자료정리

문미애, 김희선, 김성건, 김동섭, 한선미

검토ㆍ자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이군보 (前 제주도지사)
현치방 (前 서귀포시장)
오광협 (前 서귀포시장)
김찬흡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前 북제주군 교육장)
부용식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관)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

디자인리더제주 064)746-0775

발행일

2017년 12월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기증 기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