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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1000만 명 돌파 행사가 지난달 28일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열렸다.

제주가 지난 11월28일 1천만명 관광

2011년 방한 역대 최대규모인 1만12

맞아 2천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

특히, 올해 말 제주공항 이용객이 2천

객 시대라는 제주관광 메가투어리즘 시

00명의 바오젠그룹 사원여행 유치 등

주관광의 양적 질적 동반성장에 무게를

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

대의 꿈을 실현했다.

대규모 인센티브 유치, 크루즈 기항지로

둔 관광정책의 기조를 발표했다.

제주의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10

올해 외국인관광객도 220만명을 돌

서의 경쟁력도 주요 원동력이었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불편함

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미래

파했으며, 크루즈관광객도 38만명에 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등

이 없도록 글로벌 수준의 수용태세를 갖

수요를 고려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르며 제주관광이 새 역사를 맞이하고

대형국제회의,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마

춰 나가고, 제주관광의 균형성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모아나갈

있다.

케팅도 성과를 견인했다.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소득을 제주사회

계획이다.

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

글로벌 섬관광도시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립했다.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이

제주관광은 지난 1962년 통계를 잡은
이래 반세기만에 관광객 1천만명 시대
라는 대역사 의 꽃을 피웠다.

제주관광은 이러한 쾌속성장을 거듭하
면서 제주경제를 확고히 떠받치고 있다.

라는 제주의 글로벌 브랜드를 더욱 알차

담아낼 예정이다.

관광객 증가로 국세, 지방세 등 세수

가가치 개별관광객 유치와 해외 시장 다

로, 포스트(Post)-메가투어리즘 시대
를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확보가 늘어 1차산업, 복지, 교육, 골목

변화, 크루즈 허브 육성 등 제주관광의

상권 등 서민경제 구석구석으로 재투자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를 선점하는 영예를 안았다.

됐다.

미국의 CNN, 중국의 환구시보 등 세

외국인 카지노 이용, 출국 납부금 증

계 유수의 언론도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

대를 통해 마련된 관광진흥기금은 지난

지로 조명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6160억원

<이영수 편집위원>

규모로, 도내 653개 사업체가 저리융자
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기록했고, 아시아크루즈협회(ACA)에

도내에서 중국인관광객이 은련카드

따르면 아시아 크루즈 기항지 1위에 이

로 지출한 금액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름을 올렸다.

4643억원으로, 지난 2010년 402억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행

비전, 추진과제, 세부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주는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

하와이, 발리, 오키나와를 뛰어넘어

제주는 국제연합협회(UIA)가 발표

광진흥 5개년 계획에 제주관광의 미래

게 세계에 알려나가는 기조 속에서 고부

섬 관광지로서 유일하게 1천만명 고지

하는 국제회의 개최순위에 세계 22위를

또한, 내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관

비해 10배 가량 급증했다.

실태조사에서도 지난 2011년과 2012년

재래시장 매출증진, 농 축산물의 판

2년 연속 여행만족도 전국 1위를 자랑

매 증대 등 관광객 증가 효과가 지역경

하고 있다. 제주는 그 자체가 브랜드다.

제 활성화로 이어졌으며, 일자리 창출,
숙박시설 및 전세버스 등의 안정적 가동

도민 모두가 이뤄낸 결실

률 등 후방효과가 만만치 않다.
제주의 관광산업은 그 특성상 1차 산

1천만 관광시대의 주역은 바로 제주
도민이다.

업, 교육, 의료, 환경, 문화예술, IT 등을
망라하는 융복합산업이라는 점에서 청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등

년과 노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까지 품

글로벌 브랜드가 입증하듯, 제주의 품격

을 수 있는 미래의 지주산업으로서 미래

과 가치는 세계적 수준이다.

세대를 위한 희망의 지표가 되고 있다.

비자제도 개선, 출입국 간소화, 직항
노선 확대, 저비용항공 활성화, 수용태

포스트-메가투어리즘 시동

세 개선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정책개
제주특별자치도는 1천만 관광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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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농수축산물 물류체계 개선된다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이달부터 운영 농산물 운송체계 개선방안도 마련
저렴하고 신속한 배송체계 구축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수도권으로 직
배송하기 위해 시설된 평택항 종합물류
센터 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
어가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완료하고

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적격자
및 사용료 가격입찰을 통해 운영사업
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해운, 자동차,
항만운송을 하는 (주)신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사업자는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파렛트 포장 및 복합물류
공동화, 물류전산망 및 공급망 관리시스
템 구축, 화물의 수 배송관리, 하역 및
보관, 재고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은 2
008년부터 시행된 서울 가락동 농산물
농산물의 운송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

시장의 농산물 컨테이너 반입 금지에 따
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 수도

화 시키는 물류체계 개선이 이뤄질 전망

권 물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이다.

별자치도는 기대하고 있다.

련에 착수했다.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는 국비 24억1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신선농산

결과 서울 등 수도권에 제주산 신선 농

특히 물류체계의 개선을 통해 연간 3

500만원, 지방비 24억1500만원 등 총 4

물의 안정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기 위

수축산물을 적기에 저렴하고 신속한 배

7억원에 이르는 물류비의 절감이 기대

8억3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1월 공사

해 농협과 공동으로 관련전문가, 농가대

송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다는 판단

되고 있으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에 착공, 지난 8월 완공됐는데 경기도

표 등이 참여하는 신선농산물 물류개선

에 따라 이뤄졌다.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가락동농산물시장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항 포승물류

해상운송 출하 시범사업을 오는 10일

의 농산물 컨테이너 반입 금지 조치에도

단지내 부지 1만 2193㎡ 부지에 지하 1

추진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냉동시

신선농산물 물류개선 해상운송 출하

상되고 있다.

설, 냉장시설, 상온작업장 등의 시설이

시범사업은 그동안 전량을 항공기편으

들어서 있다.

로 수송하고 있는 깐쪽파, 잎마늘, 취나

중국수출의 중추적 역할 기대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가 본격적인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의 운영이 활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에서 수도권

성화될 경우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물류

으로 출하되는 제주산 농수축산물과 수

체계가 개선될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도권에서 제주로 내려오는 생필품 등 화

는 제주산 농수축산물 중국수출의 중추

물을 공동화시켜 육 해상 운송을 셔틀

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제주특

물, 유채나물 등의 물류체계를 산지수확

신선농산물 운송체계 개선

→ 해상운송 → 경매 → 대도시 소비지
까지의 해상운송 전 출하과정을 고산농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신선

협, 한국수확후관리협회, 제주발전연구
원 등 전문기관과 생산농가가 합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출하사업을

통해 품목별로 수확 후 관리, 예냉온도,
수송시간 단축 방안 등 물류개선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전
문기관과 협의해 품목별 표준 매뉴얼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에 국비와 도비 50억원을 투입해 도내
최초로 애월농협에 채소류 거점 산지유
통센터 시설을 건립, 정부의 농산물 유
통 구조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채소류 공
동출하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문성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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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 제주항여객터미널 착공
2015년 완공⋯국제크루즈 허브항만 랜드마크로 건설

국립 스마트그리드 시험센터 유치

1000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는 국제

지난 10월 제주가 스마트그리

적 수준의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지

드 확산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난달 26일 착공됐다.

된 데 이어 380억 원 규모의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

국제여객터미널은 제주항 제7부두일

센터를 유치했다.

원(현 국제여객터미널 북쪽)에 국비 40

시험센터는 구)제주대학교 병원

2억원을 투입,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

을 활용하기 위해 도와 제주대학

로 하고 있다.

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지

부지 4만8237㎡에 건축면적 7190㎡,

난달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상 2층 규모의 여객터미널에는 세관

문의 : 스마트그리드과 710-4411.

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 국가
기관 사무실과 면세점, 대합실, 휴게실,
일반 매점 등이 들어선다.

올해 사회적기업 23개 선정

차량 19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외부
주차장도 조성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건설업
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으로

게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도내 건설업

축되고 제주 체류시간도 많이 늘어남에

체 3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따라 운수업 등 연관산업뿐만 아니라 지

올해 4차례 공모를 통해 2013

40.8%다.

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

년도 제주형사회적기업은 23개,

로 기대되고 있다.

일자리는 213개를 창출했다.

발주를 의뢰하지 않고 도내에서 처음으

제주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입

로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도입해 투명하

국심사 소요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단

문의 : 항만개발과 710-6361.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현
재까지 86개 기업, 738개의 일자

박근혜 대통령 제주용암해수 꼭 성공하기를
2013 대한민국지역희망박람회서 물산업 관심

리를 창출했으며 2014년까지 10
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정책과 710-2511.

2014 전국체전 홈페이지 오픈

용암해수 출시에 이르기까지 제주 물산
업의 발전역사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제주에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물 형편이

서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전 홈

어려운 과거에서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페이지(www.2014sports.kr)

용암해수를 세계시장까지 수출한다고

를 오픈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하니 제주도민들의 창발력과 저력이 대
단하다 고 감탄했다.
이어 용암해수의 미네랄 성분 중 어
떤 것이 많으냐 고 질문하고, 앞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번 개통된 홈페이지는 대회
개요, 경기정보, 관광정보, 세계7
대자연경관 등을 메인메뉴로 구
성하고 있다.
문의 : 전국체전총괄과 710-6551.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천혜의
물자원을 활용, 용암해수단지 삼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 대한민국 지

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

수 제스피를 제주 물산업의 축으로 하

역희망 박람회 에서 제주용암해수 에

람회 에서 박 대통령은 개막 첫날인 27

는 미래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기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일 제주관을 찾아 1966년 한라산 어승

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부산 벡스코

생 수원지 개발부터 40만년 전 생성된

문의 : 투자유치과 710-3381.

소나무재선충 안전대책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긴급 소나무재선충 안전대책회
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벌채작업과 잘
라진 나무 이동, 파쇄작업장을
각각 분리해 사고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벌목작업시 사전 대비

올해산 노지감귤은 3차 최종 관측조

의 제주감귤 경락가격은 10kg들이 한

180톤으로 평균 1일 3000~4000톤 출

로 확보, 안전수칙 교육 실시 등

사 결과 53만5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상자 당 평균 1만3700원으로 지난해 같

하되고 있다.

각별히 유의해 나가기로 했다.

예상되고 있다.

은 기간에 비해 17%가 높은 것이다.
감귤원에서 수확한 후 3.75kg당(관

인 9월 이후 적당한 비날씨로 인해 당산

당) 가격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호

비가 좋고 중결점과가 적어 도매시장

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등에서 감귤값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으로 국내 9대 도매시장

또한 유통처리상황을 보면 생산예상
량 53만5000톤 중 18만3420톤인 34.3
% 처리됐으며, 도외상품 출하는 12만1

문의 : 소나무재선충방제전담

지난해 동기대비 가공 처리량이 122%

본부 710-4511.

증가했다.

※ 지난호 8면의 10월말 현재 고

가공용 감귤 수매량의 증가는 큰 크

사목 발생현황은 17만 5천본, 내

기의 감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년 4월까지 22만7천본 예상 으로

풀이된다.

정정합니다

문의 : 감귤특작과 710-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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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 입상자 시상
고관우 제주대 대학원생 우수논문 , 김소현 김수한 장려
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

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입법

디어와 논문공모는 지난 2012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 에

년 처음 실시하여 아이디어 1

서 제주대학교 고관우 대학원생

건, 논문 3건이 채택되어 시상

등 3명이 논문부문 우수상 및

했다.

장려상을 수상했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에

논문 우수상을 수상한 제주

따라 앞으로도 대학생 및 대학

대학교 고관우 대학원생은 제

원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와 논

주특별자치도 분권교부세사업

문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 지방비 대응에 따른 재정운

나갈 계획이다.

영 방안에 관한 연구 - 분권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부세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아이디어와 논문공모 및 입상자

중심으로 란 논문을 통해 제주

시상을 통해 대학생들의 입법

도의 재정능력 측면에서 효율적

및 의정활동 과정에 대한 참여

인 재정운영의 제도적 방안을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하고 다
제점 및 개선방안 이란 논문을

또한 장려상을 수상한 제주

침해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통

양한 정책 논문 제시로 지역발

장려상을 수상한 제주대학교

통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

대학교 김수한 법학전문대학원

한 실질적 구제 논문을 통해

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기초

행정학과 김소현 학생은 제주

공 등 제주도 투자유치 활성화

생은 제주 다문화 사회 통합을

다문화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특별자치도 직접투자유치의 문

방안을 다뤘다.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권

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

기대하고 있다.

제시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내년부터 철거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으며, 미
리 준비해 간 생활 필수품을 전
달하기도 했다.
의사담당관실과

가롤로의

집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인
연을 맺어 분기별로 만남의 시
간을 가지고 있는데, 원생들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
갖기, 오름 등반, 시설 환경정
비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
고 있다.
앞으로도 의사담당관실 직
당관실(의사담당관

김대영)

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

원들은 지속적인 봉사활동 및

했다.<사진>

직원별 복지시설 후원 등 지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

이에 대하여 이석문 교육의

직원 20여명은 지난달 30일 제

직원들은 원생들과 함께하

사회와의 따뜻한 나눔 실천 운

원회(위원장 문석호)는 지난

원은 그간 일부 학교에서 제

주시 화북동 소재 지적 장애인

는 주변 걷기운동에 이어 세탁,

동을 적극적으로 함께해 나갈

달 29일 2014년도 제주특별자

기된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

복지시설인 가롤로의 집 을 찾

실내외 청소 등 동절기를 맞아

계획이다.

치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성 문제에 대하여 교육당국이

예산안 이라 한다)을

적극 공감하였다 는 점에서 매

(이하

심사하고, 도내 학교의 인조잔
디 철거에 따른 비용을 반영했
다. <사진>

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조잔디운동장의 관
리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

이날 심포지엄은 제주의 자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이미 우

예산안에 따르면, 인조잔디

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바가

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

연유산이 Triple Crown 등

리가 달성한 유네스코 세계자

운동장 조성 학교 중에 내구연

있는 이석문 교육의원은 세 학

와 (사)창의연구소(소장 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

연유산을 바탕으로 제주의 문

한이 도래하였거나 노후화된 3

교뿐만 아니라, 2009년 이전에

의근)는 지난달 19일 의원회

는 현재, 제주의 문화유산에 대

화유산을 연계시킨 세계복합유

개 학교의 인조잔디에 대한 철

시공된 총 39개교의 운동장에

관 대회의실에서 유네스코 세

한 잠재력을 더불어 재확인하

산 등재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거비용으로 학교당 평균 1억

대한 현황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계복합유산 등재추진 기초적

고 그 가치를 가늠함으로써 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

원의 철거비용이 반영되었다.

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을 개최

속가능한 미래자산으로써 그

되었다.

했다.

보전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YK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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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3년 계사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는 튼튼한 제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제
주가 가진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제주의 꿈과 미래를 위해 추진해온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이루기도 했다. 올해 받은 수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에

문의 : 경제정책과 710-2541.

성과관리 우수기관, 지자체 유일

걸맞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병의 예방과

타트제주특별자치도네트워크(대표 김

감염병 발생 표본감시, 감염병관리 모니

태성)가, 교육추진 분야에서 찾아가는

터링망 운영, 무료 예방접종 확대 등에

기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그린리더 활동

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례가 각각 정량, 정성평가를 인정받아

해 운영한 공공심야약국 이 2013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8일 성과

또 도내 감염병 관리에 공적이 있는

민국 지역사회 복지대상에서 최우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성평

보건환경연구원 고신효 연구사, 제주보

사례로 선정됐다.

가제 도입, 민간이 참여하는 성과평가

건소 조수연 주무관, 서귀포보건소 조미

한겨례신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

위원회 구성, 성과포인트 도입 등을 착

경 주무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송정숙

방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한국지역사회

안한 제도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주무관,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인 함덕의

복지학회 공동 주관으로 지방정부 복지

유일하게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원 조찬현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사업 성공사례를 전국에서 공모한 결과

됐다.

수상했다.

선정된 것이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인
의 보물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심야

중앙부처 48개, 지방자치단체 17개

문의 : 보건위생과 710-2936.

문의 : 환경자산보전과 710-6043.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과 합리적 노사관행을 정착시킨
공로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공
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다.

우수상을 받았다.

청정 제주,녹색생활 실천도 우수

됐다.

공공의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고 약

제주의 성과관리시스템은 행정수요

물 오 남용으로부터 도민과 1천만 관광

의 변화대응,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창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5일 대구

협력 실천 협약 체결을 통해 선진노사

객의 건강 보호, 안전한 의약품 구입 편

출 등에 기여함에 따라 앞으로 성과관

광역시에서 열린 2013 그린스타트 전

문화를 정착시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을

리 선도 지자체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

국대회 에서 그린리더, 네트워크 2개 부

이 함께하는 스토리 기행, 봉급우수리

운영해왔다.

이다.

문에서 환경부장관상으로 우수상과 장

모금 사업, 유니세프 협력도시 봉사활

문의 : 정책기획관 710-2231.

려상을 받았다.

동 등 사회적 약자들과 동반자적 관계

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만1391명이

우수상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부문

이용했고, 1만5445건의 약품이 판매되

3년 연속 감염병관리 우수기관

에서 서귀포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분

노간 갈등 극복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야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에너지절

받았다.

도내 심야약국은 모두 12곳이 운영

었다.
문의 : 보건위생과 710-2921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국무총리상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노사간 상생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시

약 추진, 친환경음식물쓰레기 처리 지렁

행하는 감염병 관리분야 평가에서 3년

이 분양, 환경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달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인 양성 등이 추진사례로 꼽혔다.

장관상을 수상했다.

증진을 위한 노사협력 프로그램과 노

문의 : 총무과 710-6217.

의료급여 우수기관 사례 선정

장려상은 그린리더 부문에서 그린스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올해 행정제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244개 자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정과제

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의

해결분야의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도

료급여사업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우

입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

수사례 공모 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장

8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려상을 수상했다.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는 예측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수급자를

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해 구직자에게는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가정 및 요

능력을 인정받는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

양기관을 현장 방문해 1대1 사례관리를

장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채용으로

추진하고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

이어져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설 장기 입원자 실태조사, 수급자 대상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실
시, 올해까지 총 343명을 채용했고, 민
간기업에서 공기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
획이다.

건강교육, 연계기관과의 워크숍 및 연찬
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문의 : 복지청소년과 710-2816.
<7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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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올 한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그 발자국을 토대
로 2014년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 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비상하기로 했다.

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상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대통령상

을 수상했다.
제주시 하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

주요 공적은 제주도제 실시 후 첫 제

원장 임백연)가 제10회 자율관리어업

주사회조사 실시를 위해 학계, 의회, 언

전국대회 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또한 성산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

참석한 세미나 개최 및 지표개발 T/F

원장 홍은표)는 자율관리어업 성공사

팀 구성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표 개발로 지자체 지표개발 우수사례

하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자율관

로 평가됐다.

리 규약을 잘 따르고 실천해 준 해녀들

특히 기본통계보다 앞서 매년 5월에

의 헌신적인 노력과 마을어장 내 체포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적시 제

물의 체장 제한, 작업시간 조절, 어장휴

공을 위해 주요행정총람 을 발간해 정

식년제 도입 등 어장관리에 대한 각종

책수립 및 정책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

인정됐다.

가에서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11년 43개

문의 : 수산정책과 710-3231.

3476.

용하고 있다.
문의 : 정책기획관실 710-2371.

소로 처음 운영돼 지난 117개소, 올 10
월말 현재 135개소가 운영중이며 최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국 최고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80-

외국인 투자유치 최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경영대상 미래경영부문 대상

에는 홍보책자를 발간해 착한가격업소
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3년도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일보사가 주

보건복지부에서

계속되는 물가상승에서 불구하고 저

투자유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

최한 2013 대한민국경영대상 공모에서

실시한 201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

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3 외국기

미래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투자사업 성과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를 방송 및

업의 날 기념행사 에서 대통령표창 을

지자체에 선정됐다.

거리홍보 등 전방위로 홍보한 사례가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 평가지표 관
리, 이용자 만족도, 사업실적, 서비스

우수한 것으로 선정됐다.
문의 : 경제정책과 710-2551.

품질관리 등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돼 재정인센티브로 4억원을 받을 것으

2013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로 예상된다.

대한민국경영대상은 변화와 혁신의
경영문화와 고객가치를 창출한 모범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정

관 및 기업을 발굴, 각 부문의 리더십,

과 투자유치촉진 조례 등을 제정해 201

전략, 시스템, 혁신활동 등의 경영성과

0년 이후 중국 등 주변국의 투자유치

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파

활성화에 노력해온 점과 지금까지 10

급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여 년간 난항을 겪던 대형 사업장인 신

처음 제정됐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2013 국

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무수천유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행복한

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

가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설비(TPM

지 등의 투자유치를 실현시킨 점 등이

국제자유도시 라는 비전과 10대 전

으로 선정돼 사회서비스분야 전국 최고

)부문에 도전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략을 통해 △전국에서 다수의 선도적

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예를 안았다.

또 지난해 12월 이후 총 14개 사업장

정책 시행 △도민 자긍심과 만족도

한편 제주의 지역사회서비스는 아동

개발공사가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

중 7개 사업장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제고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행정서

청소년 심리지원 등 13개 사업에 60억

는 혁신활동인 HI-TPM(Hexagon

본격적인 투자를 실현시켜 건축공사 추

비스를 추진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원을 투자, 월평균 9450명에게 서비스

Innovation

진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

받았다.

를 제공하고 있다.

Maintenance)에 대해 고품질 제품생

출에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특히 국제항공노선 확대, 대형 크루

산 이라는 품질 혁신사례를 주제로 발표

문의 : 투자유치과 710-3371.

즈선 기항 횟수 증가, 대형인센티브 투

문의 : 복지청소년과 710-2811.

Total

Productive

한 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다.

착한가격업소, 물가안정 우수사례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

어단 및 국제회의 유치, 제주올레길 등

통계인프라 구축 최우수 기관

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
제주에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운
영이 전국 지방물가안정관리 3분기 평

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올해로 39회째
를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명품관광상품 개발로 세계인에
게 사랑받는 명품 관광도시 발판을 마

제주특별자치도는 통계인프라 구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8월 제1

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문의 : 공보관실 7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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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연못이 아름다운 마을

을이라는 인연으로 다시 조수리를 찾게
되었다.

조수리는 제주도 서쪽 한경면 중산간
마을이다.
조수리 마을 인구는 약 316가구에 67

다른 생태우수마을들은 대체적으로
보호지역을 앞세우는데 조수리는 사람
을 제일 먼저 자랑한다.

9명 정도가 오붓하게 산다. 감귤과 콩,

김대유 조수1리 이장은 특히 청년회

다양한 야채를 생산하는 전형적 농가다.

를 앞세웠다. 도대체 청년들이 마을에

약 400년 전에 설촌 되었다고 전해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길래 저리 자랑하실

며, 처음에는 조숫물 이라 불렀다 한다.
후에 용선달리 , 정동리 또는 조호
수리 라 불렸었는데, 추측과 같이 물이
귀하다는 뜻으로 조수리 라는 이름이
지금껏 불리는 것이라 한다.
마을 선조들은 늘 마을 우물을 파서
물을 유지하는데 정성을 쏟았다 한다.
그래서 연못이 아름다운 마을로 알려

까 싶었다.
이 궁금증은 마을길을 걷다 어렵지 않
게 풀 수 있었다.
<농부의 아침 무인 농산물 판매 오
픈> 이라는 현수막이 마을 한복판에 기
다랗게 걸려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오가는 물건
을 어떻게 무인으로 진열할 수 있을까?

졌다. 마을의 자연적 자산이 물통인 셈

이 질문에 마을 청년들은 그래서 더욱

이다.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답했다.

아직도 약 20여 개의 물통이 마을 곳

요즘처럼 젊은 청년들이 점점 농촌을

곳에 있으며, 그중 멧돼지들이 물이 먹

빠져나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없어지

고 싶어 입으로 파다가 우물이 되었다는

는 마을에 마을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

데서 이름 지어진 돗곳이 재밌다.

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마을 어귀에 조
나 효과를 보았단다.

지나며 늘 궁금했었는데 생태우수마

고, 계산대는 따로 없다.

운영 효과도 좋았지만 이곳을 이용하

다만 판매대가 있는 중앙에 돈 통인

는 사람들도 만족했고, 사람이 없어도

듯 편지통인 듯 쇠로 만들어진 함이 세

정직하게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계

워져 있을 뿐이다.

기로 좀 더 확장한 무인 판매장을 지난 1
1월 30일 정식 개업을 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 마을의 저력
농부의 아침 무인 농산물 판매장에는
야채 진열대, 과일 진열대, 곡물 진열대
김대유 마을이장

각기 포장에는 가격표시가 붙여져 있

로 나누어 진열하고 있다.

알아서 바구니에 물건을 고르고, 알
아서 통에 물건 값을 담으라는 것이다.

에 쓰였었는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세련된 박물관에야 비할 것 아니지만
나름 한 마을의 손때가 묻은 전시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충분하다.
소비자가 선택한 곡물이나 채소들이
이 농기구로 가꾸어진 것임을 말해주듯
이 농기구들이 폼을 잡고 있다.

그리고 판매장의 한 켠에는 죠 물

요즘처럼 농사가 어려운 현실에서 자

향토자료전시관 이 마련되어 마을의 여

신들의 삶도 그리 녹녹치 않을 텐데 지

러 농기구들과 마을이야기가 전시되어

역 농산물의 직거래 장소를 마련하고 그

있다.

수익 또한 주변과 나누니 이것이 마을

이곳에는 조수리의 농경문화에 맞는
농기구들이 이용자가 누구였는지 어디

공동체의 저력이다 싶다.
<글 사진 고제량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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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제주의

탐방

9
09

길

제주 섬 북쪽에 자리 잡은 조천리(朝
天里)는 설문대 여신이 태초에 섬을 육
지와 연결하려고 무던히 힘썼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인 동시
에 머리 좋기로도 그 이름이 드높다.
또한 섬 남쪽이 시작되는 남원리(南
元里)는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으뜸 마
을이고도 남을 명성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치 기개를 떨친다.

제주의 삶과 자원 한 눈에

더구나 태풍센터 네거리에서 교래리에 이르

용되다가 양천동을 지나쳐 마침내 조천 네거

도록 왕복 2차선 도로여서 정 길 잃을 작정이

리에 다다라 일주도로(1132노선)와 조우하

아닌 다음에야 마냥 꼬닥꼬닥 가면 그만이다.

는 것으로 남조로 주행은 끝이 난다.

그러다가 한국마사회 제주경주마 목장 이
조망 좋은 한라산 중허리에 드넓게 퍼더버리

휘몰아치는 겨울 풍경, 명품품광

고 앉았고, 설문대가 섬을 만들 애초에 숨겨
놨길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영롱한 물방울로
지상에 샘솟는 삼다수공장 간판이 길 안내
를 한다.
1700년 초기 이형상 목사가 그려 남긴 탐
라순력도 에 교래대첩 이라 하여 제주산간의

몰질 [馬路]인 갑마장길 이며, 제주산중에
서도 가장 깊은 원시정글에 해당하는 곶자

승을 잡아들이던 역사를 간직한 제동목장 에

왈 과 한가지인 머체왓질 이 그리도 풍류(風

다다른다.

流)스럽게 자리 잡고 그대를 기다린다.

부터 교래마을이 제주산간 음식을 처음 먹을거
리로 세상에 선보였음을 과시라도 하듯 하나같
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향토음식점이다.
섬의 유서 깊은 두 마을 즉, 북쪽 머리 마을

붉은오름 이며 사려니숲 은 은근슬쩍 반
뼘가량 비켜 앉았어도 이 길의 자랑거리이다.
그리고 가을에 보석처럼 영글어 제주 섬을
돈섬으로 만들어주는 노란 감귤은 이제 부지
런한 일손에 의해 거의 거두어들였으니 접어

역사 기념 체험관, 길 위에 즐비

원리 201-1번지를 기점으로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47-3번지에다 종점을 두면서 지방

조선조 시절 제주국마장에서 길러낸 말[馬
]중에서 일등품 말들만을 추려내어 진상가던

국마장에서 철따라 방목한 마소며 각종 길짐

그리고 연이어 교래복지회관 이 나타나면서

과 남쪽 으뜸 마을을 잇되 서귀포시 남원읍 남

이 길 위에서는 봄마다 고사리축제와 유채
꽃큰잔치가 벌어진다.

두도록 하자.
그런가 하면 이 길에 휘몰아치는 겨울 풍경

그렇게 교래 네거리 를 벗어나는 동안에

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자림로(1112번)와 마주치기도 하고 또 제

눈[雪]이 내리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비켜

그래서 길 이름이 남조로 이다.

주여성의 갓모자 공예역사를 더듬어볼 수 있

쏟아진다는 걸, 겨울하늬바람은 날마다 휘몰

제주 섬을 딱 삼등분한 하나의 끝과 끝을 잇

는 갓전시관 도 있다.

아친다는 걸 이 길 위에서만이 설명된다면 이

도로 제1118호선은 달리고 있다.

는 길, 시종점에서 글자 하나씩 얻어 이름 불
러 놓고 보니 참으로 그럴 듯 하였을 법하다.
그 뜻에서 정수를 가려 펼쳐놓으면, 처음
시작하는 길 도 된다.
이 길에 들어서서 달리는 동안 길가에 펼쳐
진 풍광에서 제주의 삶과 자원이 한 눈에 들어
오는 덕분에 가장 제주 섬을 잘 조망할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사방천지 환하게 시야 뚫려

그러구러 길을 따르다 보면 교래자연휴양

또한 명품풍광이고말고!

림 과 마주한 에코랜드 를 지나치고 바로 제
주돌문화공원 에 이르는 까지는 지척이다.

이기풍(목사)선교기념관 입구를 벗어나면
드디어 남조로 교차로 에 이른다.

장 사업을 진행하여 말끔하게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의
길들이 지방도로 재편되면서 지방도로1118호

1987년 개설된 군도, 지방도로 재편

선이 되었다.

1987년 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는 군도(郡

6.5㎞, 남제주군 지역 15.6㎞로 무려 32.1㎞

거기에는 곶자왈공유화재단 도 있고 이기
풍 목사에 의한 제주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또한 200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확장과 포

애초에는 도로의 길이가 북제주군 지역 1
道)였다.

였다.

그러다가 1995년 10월에 제주도 공고 제14

지금은 남원리와 조천리를 지나는 일주도

거기서부터 대흘리 세거리는 금방이다.

0호로 지방도로로 지정되었고 관리권이 제주

로(1132번)가 우회하면서 약 1.0km, 일부 구

여기에서 잠시 중산간도로(1136번)와 중

도로 이관되었다.

간을 확장하면서 또 굽은 길이 펴지면서 1.0
km가 줄어들어 현재는 30.1km이다.
이에 더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길을 국

임을 증명이나 하듯 태풍센터가 나타난다.
그 곳에서부터는 눈앞이 확 열리면서 사방
천지가 환하게 뚫어진다.
네거리에서 소위 우회전을 할까 좌회전을

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하도록 도로정비 계획
을 세워놓고 있다.
길을 낼 때는 다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터이
니 이 도로를 트려고 자를 대고 슥 서슴없이
선을 그었을 필연이 분명 있었을 터였다.

할까, 잠시 망설일 여지를 두는 길의 이정표는

그런데 남조로는 확연하게 그 근원에 가 닿

순전히 폼 잡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 속임수

은 사서(史書)는 거의 없지만 도로의 연대기

같은 길안내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란다.

는 비교적 소상하게 남아 길 탐험의 길라잡이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교래리 근처에 이르
도록 헛갈릴 길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 되어주고 있다.
<한림화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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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 중앙단위 공모 평가에서 빛났다

귀농 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31개 부문 수상⋯사업비 86억여 원 확보

함께 농어촌(읍면)지역으로
귀촌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

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레저스

서 농촌주택을 구입하였거나

포츠시설 구축지원사업, 문화

임차하여 수리를 원하는 경우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이며

에 지원한다.

확보한 사업비는 지역의 균형

수리비 지원 대상은 전용 면

발전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적이 150㎡ 이하의 단독주택,
제주시는 농촌 주거환경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그 외에도 올해 한국농촌경

개선하여 농촌지역의 주거문

주택(단, 아파트 제외)이면 지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진다.
제연구원에서 평가한 전국 156

화 향상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

원이 가능하고, 지원액은 주택

개 시군대상 농업경쟁력 부문 1

키기 위하여 농가 주택수리비

수리비의 50%이며 가구당 최

위에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에

지원을 하고 있다.

고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 지역의 경쟁력 및 정주여건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이외

등이 뛰어난 명실상부, 최고로

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임을 대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신
청일 전에 세대주 또는 가족과

제주시는 올 한 해 중앙단위

수상을 수상했으며, 향토산업

외에 널리 알려왔다특히, 제주

각종 평가 및 공모사업에서 31

육성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등 1

시는 오는 6일 서울신문사가 주

개 부문에 걸쳐 선정돼 인센티

4개 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최하고 안전행정부와 HN농협
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역브

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총 17

랜드대상에서 축제와 지역특

지난달 26일 올해 중앙에서

개 부문에 선정되어, 80억 원

산물, 살고 싶은 지역 3개부문

평가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

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제주

에서 종합대상에 선정되어 안

제주시는 내년도에 참조기

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 공무원들의 열정을 과시하

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할 계획

등을 잡는 자망 어선에 친환경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데 이어

고 있다.

이다.

적인 생분해성 어구(그물) 공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 평가,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농산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에서 우

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지

문의 : 제주시 기획예산과72
8-2211.

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제주시 농정과 728-38
21.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이외에도 중앙부처에서 주

브 및 사업비 86억여 원을 확보

수리비는 거주지 읍 면사무

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시가 수산자원 회복과
해양쓰레기 감소 등 청정 바다

조설대에 서린 구국항일정신 오라동민 뜻 모아

환경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이

1만1000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은 자연 분해력이 강한 생

생분해성 어구는 미생물(박

분해성 어구(그물) 공급을 통

테리아, 곰팡이, 조류 등)에 의

제1회 제주 오라 조설대 집의계 광복의사 경모식 거행

해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장

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쉽게 분

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크게 나

해되는 재질로써 물 속에서 2

타남에 따라 올해 추자도 조기

년째부터 녹기 시작하여 5-6

오라동민으로 구성된 조설

자망 어선 16척을 대상으로 약

년 경과 후에는 완전히 분해돼

대경모식추진위원회(위원장

9억원을 투자하여 생분해성 어

바다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김익중)가 지난 1일 오라동 연

구 9600폭을 공급한바 있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마을 조설대에서 제1회 제

제주시는 내년에 약 10억23

주 오라 조설대 집의계 12광복

00만원을 투입, 생분해성어구

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 7
28-3371.

의사 경모식 을 거행했다.
오전 9시20분 옛북제주군청

청년취업 역량강화 사업 추진

정문 앞 문연사 옛터를 출발
연마마을 조설대까지 시간행
진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조설

제주시는 청년취업 지원을

중점목표는 참가자들의 자기

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라동 연미마을의 망곡단에 모

서린 역사의 현장이 소리도 없

위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분석을 통한 자기발견과 진로

과 이석문 교육의원과 정태근

여 朝鮮의 수치를 설욕하겠다

이 사그라지는 것을 안타까워

3일간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

설정, 기업의 채용동향에 부응

부시장을 비롯한 집의계후손

며 바위에 조설대(朝雪臺)를

하며 그 숭고한 뜻을 잇고자 지

층 세미나실에서 청년취업 역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원하는

과 오라동민 등 250여명이 참

새겨 그 결의를 다진 역사의 현

난 3월 의기투합하면서 행사는

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업 및 직종 선택에 대한 마인

가해 대 성황을 이뤘다.

장이다.

성사됐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드 함양, 자기소개서 작성기법

이번 행사를 계기로 조설대

취업지원 전문 컨설팅 업체인

등 취업 현장에서 유용한 지식

조설대 는 1904년 우리나라

이처럼 항일구국의 혼이 살

대한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

아 있는 조설대 는 2010년 2

집의계 광복의사 경모식 은 매

한국생산성 본부와 협력하여 청

및 체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다는 굴욕적인 내용의 한일의

월12일 국가지정 현충시설(국

해 12월 1일에 행사를 갖고 집

년실업자 등 취업을 준비생을

하고 있다.

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게 되자

가보훈처, 관리번호 45-1-09)

의계 정신을 널리 선양함은 물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눈높이를

참가자 모집은 지난 2일부터

제주의 젊은 유림 12인이 문연

로 지정되었다.

론 조설대를 후세들의 애국애

재점검 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

13일까지 30명에 한해 선착순

향의 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나

초역량과 스킬 배양 교육으로

접수한다.

갈 방침이다.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서당에서 의거를 결의하며 集

오라동 문화유산보존회 조

義契 를 결성하고 1905년 을사

설대관리분과 위원회는 집의

늑약의 치욕을 단죄하고자 오

계의 구국항일 정신과 그 혼이

있도록 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문의 : 제주시 지역경제과 7
28-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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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계전지훈련단 유치 출발 좋네

11

희망서귀포 통합본 장관상 수상
2013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출판물부문

지난 한 달간, 5종목 123팀 3104명 유치
2013~2014시즌 동계전지훈

합본 이 출판물 부문 본심에 올

련 유치에 돌입한 서귀포시가

라 수상하게 되었다.

지난 11월 한 달간 3000여명을

희망 서귀포 통합본 은 서귀

유치하는 등 이번 시즌 목표인

포시가 2006년 10월부터 분기

3만3000명 유치에 청신호를

별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 희

밝혔다.

망 서귀포 에 대해 창간호부터
올해 2월 발간한 제23호까지 6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팀
2103명에 비해 50%가량 증가

서귀포시정 소식지를 엮어

년여에 걸쳐 수록한 콘텐츠를

한 것으로 2013 아시아 오세

펴낸 희망 서귀포 통합본 이

선별, 7가지 주제로 재구성하

아니아국제주니어테니스대

지난 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

여 펴낸 간행물이다.

회 와 제3회 전국장년테니스

귀포를 찾으면서 이달에는 보

국체전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센터에서 개최된 2013 대한민

희망 서귀포 는 정부와 지

대회 등 전국 및 국제대회가

다 많은 훈련단이 찾을 것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팀들의 전지

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고

자체, 기업 등의 커뮤니케이션

잇따라 개최되었고, 한화이글

예상된다.

훈련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작물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

사단업인 한국사보협회가 주

스야구단과 고양원더스야구단

특히 전국적으로 일찍 찾아온

등 프로팀들의 지속적인 방문

한파 영향으로 전지훈련에 대한

서귀포시는 내년 3월말까지

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

난해까지 기획 디자인대상을

이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문의가 많아진 점 등이 전지훈

이어지는 동계전지훈련 기간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

포함,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있다.

련단 유치 확대에 좋은 영향을

중 3만3000명을 목표로 하고

부 등이 후원하는 2013 대한민

안았다.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있다.

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에서 올

방학기간을 기점으로 전지
훈련을 시작하는 초 중 고 대

또한 내년에 제주에서 열리

학 선수단들이 본격적으로 서

는 전국체전과 관련, 사전에 전

있다.

문의 : 서귀포시 스포츠지원

해 2월 발간한 희망 서귀포 통

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에서 지

문의 : 서귀포시 공보실 7602021.

과 760-3611.

남영호 조난자 추모사업 첫걸음 내딛어
추모위원회 구성, 오는 15일 위령제 개최

서귀포문화예술디자인시장 운영시간 연장
서귀포문화예술디자인 시장
이 야간까지 확대 운영된다.
서귀포시는 매주 토요일과

갈 계획이다.

일요일 이틀간 운영중인 서귀

<해난심판위원회>에

포문화예술디자인 시장을 지난

따르면 남영호 사건은 338명

1일부터 야간 20시까지 확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원

의 승객과 209톤의 화물을 싣

운영한다.

정상 위원, 부위원장에 오제호

고 서귀포항을 출항한 남영호

당초 10시부터 18시까지 문

한편, 시는 서귀포문화예술

위원이 선출돼 오는 15일 위령

가 1970년 12월 15일 새벽 2시

화예술디자인시장을 운영했으

디자인시장 참여자를 지난달 8

제를 개최키로 협의했다.

05분, 34°-10′-30″N 127

나, 최근 드라마와 예능프로그

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 결과,

최했다.

한편,

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

°-57′-00″N(여수 소리도

램 촬영 등으로 이중섭거리 일

18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모위원회와 유족 등과의 논의

26마일 인근)해상에서 침몰하

대의 관광객이 많아지고 야간

공개추첨을 통해 12개 팀을 선

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정례모

여 승객 323명이 사망한 최악

에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정했다.

임을 통해 위령사업을 전개해

의 해상사고 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 서귀포의 야간 볼거리 제

이번 모집된 단체는 내년 2

남영호 사건 조난자 위령탑

공을 위해 운영 시간을 2시간

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3개

확대한다.

월간 참여하게 된다.

나갈 계획이다.
남영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아울러 남영호 사고 관련 국

은 당초 1971년 3월 서귀포항

영령들을 위로하는 위령사업이

가기록원 자료 등을 수집하여

에 건립되었으나 항만 확장공

시는 야간 연장운영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귀포의 새로운 야간 관광 상

사고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

사로 1980년 9월 상효동 1510

남영호 침몰 사고 제43주기

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김으로

-1번지로 이설되었다.

를 맞아 남영호 조난자 및 유족

서,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에

에 대한 위로와 위령 사업을 위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나

문의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760-2481.

문의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760-2191.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년 1월 1일까지 임시휴장

행정 투명성 위해 사전정보공개 확대
서귀포시는 시민 알권리 충족
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
요 행정정보를 확대 공개한다.

로 공개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시는 그동안 기관장의 분기
별 업무추진비, 용역 계약사항

서귀포시는 오는 7일부터 내

수배관 보수공사와 더불어 수

계획이며 내년 1월 2일부터 전

사전정보공개는 비공개 대상

등 92개 항목을 사전 공표하였

년 1월 1일까지 서귀포국민체

영장 물 교체, 환경정비 등 설

지 훈련팀과 주민 등 이용객을

정보 외에 시민이 알아야 할 모

으며, 오는 2014년까지 400여

육센터내 수영장을 임시휴장하

비 보수를 위해 이루어진다.

맞이할 예정이다.

든 정보를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건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로 했다. 이번 휴장은 수영장

수영장 임시 휴장 기간에도

수위조절판 보수와 탈의실 온

헬스장, 체육관은 정상 운영할

문의 : 서귀포시 스포츠지원
과 760-3641.

청구하기 전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

문의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01.

YK

해 지난달 26일 19명으로 추모
위원회를 구성, 정례회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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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교통약자 이용불편 해소 기대

가보면 행복한 곳 오감만족 농촌 체험장

특별차량 이달부터 27대로 확대 운영

식생활 우수체험공간 5곳 추가, 도내 12곳 운영

이던 이용자는 지난 10월말 3만2734명
으로 크게 증가하며 교통약자들의 이동
욕구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해소와 사회활동 보장, 재활을 견
인하기 위해 내년에는 특별차량 13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약자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특별차량 이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위해 특별차량이 기존 22대에서 12월

센터(756-8277~9)로 연락해 1일 전

부터 27대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0

이용 대상은 장애인 1~2급 지체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전국 지자

홍스랜드(애월읍)에서는 치즈, 피

년 10월 5대의 특별차량 운행을 시작으

각 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65세

체에서 신청한 우수체험공간 104곳을

자, 요구르트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등

로 연차적으로 차량을 증가, 운영하고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도외 1~2급 및

심사한 결과 제주의 5곳을 전국 60곳을

을 체험할 수 있고 사월의 꿩 교육농장

있다.

외국인 장애인 등이다.

식생활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했다.

(구좌읍)에서는 꿩엿, 꿩엿강정, 꿩엿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2만5000여 명

문의 : 교통항공과 710-2411.

식생활 우수체험공간은 농어촌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고, 농어업인과 농식품

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 부모 선택권 강화

및 생산자, 음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
기 위해 마련한 식생활 체험장이다.
이번에 우수체험공간으로 선정된 곳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정

은 △봉개동의 하이디스토리 교육농
장 △애월읍 홍스랜드 △한경면 그

보공시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버거, 꿩수제비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초록꿈 농촌교육농장(회천동)은 김
치 및 장아찌 만들기, 로컬푸드, 제철채
소를 활용한 우영팟 요리교실 등이 운
영된다.
이밖에도 제주에는 △농원목장 △한

사월의

라산 청정촌 △아홉굿 마을 △명도암

목은 △어린이집 기본현황(시설현황,

꿩 교육농장 △회천동 초록꿈 농촌교

참살이 △고내촌 △양춘선식품 △제주

보육교직원 현황 등) △보육과정에 관

육농장 5곳이다.

물마루 등 7곳이 운영중이다.

린로컬푸드스토리

이에 따라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항

한 사항 △보육비용(보육료, 기타 필요

△구좌읍

하이디스토리 교육농장(봉개동)은

농식품부 우수체험공간은 제주시 농

경비) △어린이집 예 결산에 관한 사항

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

면양오일을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정과(728-3322), 서귀포시 감귤농정

△건강 안전 등이 주요 내용이다.

kr)을 통해 공시된다.

산양유 이용한 아이스크림, 목장 프로

과(760-2882)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5일부터 아이

문의 : 여성가족정책과 710-2881.

그램 등이 운영된다.

문의 : 식품산업과 710-3131.

제주에서 아름다운 제주건축 7선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7개의 아

동(주거용 1동, 비주거용 1

돌, 현무암이 가진 특징을 잘

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 지난

동), 현대건축물 5동(주거용

활용해 중성적인 색조를 잘 표

달 27일 발표했다.

1동, 비주거용 4동)이다.

현하고 있으며, 제주적인 규모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후속

건축물의 특징을 보면 포도

를 고려, 매스를 여러 개의 작

사업으로 제주 건축의 우수성

호텔은 주변의 작은 오름과 포

은 매스로 분절해 대지와 주변

과 관광자원화로 활용하기 위

도호텔의 지붕선이 자연스럽

과의 조화를 배려했다.

해서다.

게 겹쳐져 보는 이에 따라 포

해심헌은 제주 현무암의 특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제주

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오름

성과 디자인적 강점을 잘 보여

건축사회 등 건축 3개 단체와

군락 같기도 한 외형적 요소가

주는 주택이다.

4개 대학으로부터 41동에 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 목관아지는 제주 전통

해 대상건축물을 추천받아 중

월드컵경기장은 건축적 아름

관청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

복 추천된 10곳을 제외한 31

다움과 제주의 풍광을 모티브로

는 건물로서 제주의 역사를 이

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

한 뛰어난 건축미를 보여준다.

해하는 데 중요한 건축 사료다.

다음 본사는 외피는 노출콘

성읍민속마을은 정의현(1

이번에 선정된 건축물은 △

크리트지만 제주 송이를 연상

423~1914)의 도읍지로서 제

포도호텔 △월드컵경기장 △

케 하는 마감 처리로 제주적인

주도 중산간지대의 마을 특징

다음 본사 △제주현대미술관

요소를 반영하는 등 실험적인

이 잘 남아 있다는 특징을 꼽

△해심헌 △제주목관아지 △

요소가 돋보인다.

았다.

성읍민속마을로 전통건축물 2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의

문의 : 건축지적과 71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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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좋게 함께 살아가는 부부
옛날부터 우리사회에는 화목한 부부
를 표현하는 글들이 많다.
남편이 노래하면 부인이 따라한다는
부창부수, 평생을 함께 늙어간다는 백

내 몸이 늙고 힘들어도 내 아내의 마

이심이체이다.

인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맺어지는 부부이지만
작금의 현실은 쉽게 만나 결혼하고 살다
가 또 너무 쉽게 갈라서기 때문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살아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음을 해아려 주고 평생을 함께 있어준
그 소중한 고마운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년해로, 하늘이 정해준 배우자라는 천

요 근래 지상보도에 의하면 젊은이들

부부는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가 늙은 부부라지만 노력만 한다

정배필 등 많은 글들이 있는 것을 보아

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볼 일

면 사랑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으리라고

왔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다.

생각한다.

헌데 부부는 살아가면서 늘 부부싸움
을 하면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부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발전적인 싸움이여야지 싸움을 위
한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남녀가 만나 부부로 사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한다.
부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긴 시
간에서 참으로 기적적으로 맺어진 인연

바로 관심이다.

본인들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나도 가정을 이루어서 한 평생을 살아

있겠지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왔고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처지에 애

무슨 죄가 있다는 건가.

틋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노력을 한다면 이

고 생각한다.

것은 작지만 어려운 노년기를 지탱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참으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 이혼 결정을 하
는 것 같다.
사실 남과남이 만나서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지고 볶으며 오늘날까지 살아온 터

관심을 가지고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라 지겨워지기도 하지만 막상 내 아내가

세상이 아무리 믿지 못할 세상이라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사는 동안 잘 해

만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며 행복을 향하

주지 못해 너무 가여워서 가슴이 아프고

여 함께 가야할 운명이 부부인 것이다.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서흥식 제주시 용담동>

김철호
변하고 인간의 삶도 情報化, 글로벌 시

체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일반 독서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를 맞이하여 科學文明의 발달과 아울

물론 생존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책

러 現代人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더욱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항변에도

풍요로워져 있다.

충분한 이해가 간다.

그래서 책을 읽고 접할 시간이 좀처

그러나 책은 시간이 있을 때 읽는 것

럼 없는지도 모르나 그러나 지나칠 정

이 아니라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읽

도로 너무 심한 편이다.

어야 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한국 調査硏究所가 밝힌 결과에 의하
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일간
지, 주간지, 월간지를 제외하고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이 51%나 되는 것
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책을
안 읽는 비율이 더욱 높아져 20대는 28
%, 30대는41% 40대는48% 50대는53
%가 매달 한권의 책도 읽지 않고 살아

요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바야흐로 지금은 燈火可親의 계절
이다.
우수수 낙엽이 한 없이 떨어지는 초
겨울 밤에 한번쯤 讀書三昧境에 빠져보
는 것도 生에 있어서 참으로 뜻있고 보
람된 시간이 될 것이다.
흔히

칼집보다 칼을 보라 는 말이

칼집은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장식했

로 경제여건은 무척 나아지고 이는데

다고 해서 칼이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도 精神的 自己啓發 투자엔 너무 인색

아니다.

이다.

칼은 갈고 닦고 쓰는 법이 더 중요하

오줌보 축구를 하던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물을 벌컥 벌컥 마신다
제주 땅 꿈나무들이
정결한 시린 암반수 마시며
지구촌의 리더로 성장한다
이제 생명수 길던 여인들은 사라졌지만
제주 사람들 가슴엔
물허벅을 진 어머님 초상이 있다
오늘
천지연 폭포수에서 튀어 나온 물보라가
태양 빛에 진주알이 되어 흩어지고 있다
무지개를 그리며

기 때문이다.

필자는 특히 이 처럼 낮은 독서 율로

그런데 요즘 우리주변에는 칼보다는

는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에서 총체적으

칼집을 더 중요시하며 자기 자신보다도

로 국가 경쟁력을 쇠퇴시킬 우려마져

재물을 더 아끼는 그릇된 풍토가 만연

안고 있다고 느껴진다.

돼 있는 것 같다.

정보화 사회일수록 物質투자보다 精

이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사회가 되려

神투자가 더욱 우선되고 필요하기 때문

면 칼집보다 칼의 眞價를 높이는데 우

이다.

리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응용력과

정지 물 항아리에
생명수를 붓는다
제주 여인네의 고단한 삶도 비워낸다

있다.

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한마디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

두레박이 철렁 아래로 낙하되고
비바리는 지하수를 길어 물허벅에 붓고
대바구니에 짊어지고
총총걸음으로 집에 오는 길

<문장부 제주시 도두동>

다이내믹제주 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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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땅의 주소인 지번 으로
쓰이던 주소체계가 도로이름과 건물번
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 로 사용된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
후, 동 주민센터나 시청 등 공공기관에
서 민원을 신청할 때 지번주소나 도로명
주소 중 어느 쪽을 기록해도 문제없지
만,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본
격 시행되면 도로명주소를 기록해야만
처리가 가능해진다.
도로명주소로 바뀜에 따라 공문서부
터 주민등록증까지 일상생활에 사용되
는 주소는 모두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사람이 거주하
는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임야나 논밭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고, 건물이나 도로
가 없는 곳은 예전처럼 지번을 사용해
부동산을 관리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동산의 소재지
를 적을 때는 지번을, 부동산을 사고파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도로명주

도로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민원24

는 사람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쓴다.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

소법 제21조)하고 있고, 주민에게는 생

메인화면 및 주소검색화면에서 도로명

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매우 보편화된 주

활 속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주소 찾기 를 이용하거나, 도로명주소

소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권고하고 있다.

안내시스템(www.jeso.go.kr)에서 이
용하면 알 수 있다.

사용하게 된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00년 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산업화,

규정하고 있으므로(도로명주소법 제19

도로명주소는 말 그대로 도로에 이름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

조제1항) 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야에서

을 붙이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

성이 훼손되어 위치찾기가 매우 어려운

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게 표기하는 주소이다.

상태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예전주소 전환 서비스 제공
긴급출동시 시간 단축 기대
지번주소는 순차적 체계적으로 정해
지지 않아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는 단점

또한 국가나 자치단체, 공법인 등에

기존 지번주소와 시 읍 면까지는 동

는 주소뿐만 아니라 위치표시와 안내에

일하지만 리(里) 지번, 아파트이름 대

이에 비해 도로명주소는 찾아가기 쉽

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것

고 알려주기 쉬워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이다.

소방 구조 등 긴급출동 시 시간을 단축

도로명+건물번호 로 돼 있는 도로명

이 있다.

할 수 있다.

주소는 동(洞)명과 아파트명을 주소의

여가나 여행, 업무차 이동시 길찾는 비

끝에 괄호안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용이 절감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길찾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도

데도 되움이 되며 대리운전 등과 같은

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 새주소 한 번

길찾기 비용이 최고 3억원 정도 절감되

에 바꾸기 등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

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 있다.

물류비도 택배배달시간 절감과 택배

여러 사이트에 등록된 자신의 지번주

차량 운행비용 절감, 우편배달교육시간

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경우 회

절감 등 1600여 억원의 물류비가 절감

원가입 없이 한 곳에서 5분 이내 일괄 변

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경이 가능하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
go.kr)으로 접속해 도로명주소 통보서

이밖에도 지번주소의 정제비용과 반
송우편처리 비용 절감, 긴급구조 출동시
간 감소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비스(www.ktmoving.com)에서 \변

아울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으로 인

경하면 한꺼번에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주소체계를 사

수 있다.

용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위상을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모르거나 건물
번호를 알고 싶을 때, 아파트명만 알고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 건축지적과 710-2491.

YK

공법관계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

CM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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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5일 목요일

문화

15

201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수상자 선정
학술, 예술, 체육, 관광, 국내 외 재외도민 등 6개부문 8명

이문호

강문신

고성순

변동엽

김대옥

고학찬

강대희

신영림

이번에는 교육, 언론출판 분과는 후

의전당 사장) △국외재외도민부문 강

보자의 경력 공적이 다소 미흡함에

대희(64, 한미상공회의소 이사), 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제

따라 문화상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해

영림(81, 재일관서제주도민회 고문)

육특별자치도문화상 심사위원회(위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체

이다.

원장 현화진) 를 개최하고 학술, 예

육, 국외재외도민부문에서 각 2명의

술, 체육, 관광산업, 국내재외도민, 국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수상
자가 선정됐다.

외재외도민 등 6개 부문에서 8명을 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어린이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010-8710-9533
단체 6천원

12. 7(토)
16:00

2013 제주사랑 음악회

010-2696-8915
무료

12. 9(월)
19:00

관음사마하야나합창단 제6회 정기공연

010-2669-2643
무료

12.13(금)
19:00

국악 대공연 전통예술 제주전

010-4280-4306
무료

12.14(토)
19:30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010-4620-9899
무료

12.15(일)
19:00

2013 제주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010-3696-1897
무료

12.17(화)
19:30

제12회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

010-4334-0880
무료

12.21(토)
19:00

한라윈드앙상블 제56회 정기연주회

010-6798-1155
일반 5,000원/ 학생 1,000원

12.22(일)
19:30

한라소년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010-9701-8614
무료

뮤지컬 넌센스 2

010-7412-0122
1층 5만원 / 2층 4만원

12.27(금)
~29(일)

좋은영화 무료 상영

064-710-7651
무료

12.30(월)
19:30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010-4202-7110
무료

12.24(화)
18:00, 21:00
12.25(수)
15:00, 18:00

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0일(금) 오
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

이번 수상대상자는 △학술부문 이

일 시
12. 5(목)
11:00
12. 6(금)
10:00, 11:20

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12. 5(목)~6
(금) 19:00

2013 제주 장애인 문화예술제

064-751-8095
무료

문호(69, 전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한편, 지난 1962년 제정된 제주

12. 7(토)
19:00

실버스타연극단 정기공연
불효자는 웁니다

011-692-4279
5,000원

이번 문화상은 사회각계에서 추천

△예술부문 강문신(64, 전 한국문인

특별자치도문화상 은 올해로 52회

12. 8(일)
14:00

제주 스포츠문화 아카데미 정기공연

010-4404-6162
무료

을 통해 접수된 수상 후보자들을 도

협회서귀포시지부장) △체육부문 고

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05명

제1회 말쟁이 강연 콘서트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40명의

성순(75, 전 제주특별자치도궁도협

의 국내외 도민과 5개 단체가 수상했

12.13(금)
19:00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분

회 회장), 변동엽(61, 남녕고등학교

으며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가장 영

과심사위원회 심사에 이어 전체심사

체육교감) △관광산업부문 김대옥(8

예롭고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위원회 회의에서 수상자를 최종 결정

0, 전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있다.

했다.

국내재외도민부문 고학찬(67, 예술

종 선정했다.

문의 : 문화정책과 710-3411.

시조집『그 섬에 가고 싶다』 발간

12.15(일)
14:00
12.20(금)
18:30

2013 소리바라기 정기공연
꼬까어린이집 재롱발표회

064-755-6636
010-6616-4486
무료
010-3290-5684
무료
010-9898-6696
무료

12.21(토)
17:00

음악의 본 고장 유럽으로 떠나는
실내악 여행 3

010-3694-3772
5,000원

12.22(일)
19:00

제18회 눈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

010-6798-1155
무료

12.24(화)
~25(수) 극예술연구회 정기공연 - 연극 여우비
15:00/19:00

010-9848-8379
5,000원

12.26(목)
18:30

제주중앙초 예술동아리
Tong Tong 발표회

010-5698-8545
무료

12.28(토)
16:00 /19:00

연극 아름다운 사람 율보

010-2691-5752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12.29(일)
18:00

제2회 빛무용단 정기공연

010-3260-1138
무료

일시

제주시가 최근에 육지 타지방 시인들
이 제주를 노래한 시조집을 발간했다.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그 섬에 가고 싶다 라는 제목의 시조

12. 4(수)
~ 9(월)

박성진 개인전(회 화)

서양화가 박성진
011 - 696 - 2819

집에는 제주도출신 시조시인 27명을 비

12 10(화)
~ 14(토)

대한민국건축대전 입상작품
제주순회전(건 축)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010 - 4463 - 5528

12.15(일)
~ 20(금)

서예 문인화 제주작가협회전
(서예, 문인화)

서예 문인화협회
010 - 4066 - 1181

12.21(토)
~ 25(수)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 입상작품전
(서예, 문인화)

한국서가협회제주지회
010 - 3099 - 2282

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6개 시
도 193명이 제주를 소재로 쓴 시조 193
편이 실렸다.
이 작품집은 지난 5월 2013 한국시조
시인협회 춘계제주연찬회에서 제주시

일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12. 4(수)
~ 9(월)

이창희 개인전(한국화)

한국화가 이창희
010-6287-7524

12.10(화)
~ 14(토)

제2회 전통문화불교 정엄지화전
(공 예)

흑룡사
010-6641-0108

12.15(일)
~ 20(금)

제5회 탐라의 고운빛깔전(공 예)

전통천연염색
색체예술연구회
010 - 6690 - 6698

증했고, 지면 균형을 위해 작가당 1편씩

12.21(토)
~ 25(수)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 입상작품전
(서예, 문인화)

한국서가협회제주지회
010-3099-2282

만 수록했다.

12.26(목)
~ 30(월)

제12회 그룹 연 전(회 화)

그룹 연 회
010-4336-4011

12.31(화)
~ 14.1.4일
(토)

제3회 바람이 불다 전(미 술)

바람이 불다
011-548-9810

일시

가 제주를 소재로한 작품집 제작을 요청
함에 따라 발간된 것이다.
참가시인들은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
을 위해 원고료 없이 작품을 흔쾌히 기

세밑 한해를 되돌아보며 따뜻한 겨울

음악회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3

제주시는 책을 엮으면서 제주가 유네

을 느낄 수 있는 송년음악회가 미술관

중주의 서정적 감성의 하모니를 비롯

스코에 등재된 내용과 세계7대경관 선

에서 열린다.

해 소프라노 테너 피아니스트의

오

정 등 내용을 지면 곳곳에 넣어 제주의

제주도립미술관은 도민과 관광객

페라 아시아에서 뮤지컬까지 의 열정

브랜드가치를 알리는 기회의 장도 마련

들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선율의 하모

의 무대, 플루티스트 앙상블의 청아한

했다.

니를 선사하기 위해 송년 음악회 를

울림의 향연, 세계 매직페스티벌 16강

시조집은 15cm×22cm 크기에 212

마련했다.

팀인 Fun & Amazing 매직쇼로 구성

쪽 규모로 1000부를 발행 출품작가와

된다. 입장은 무료.

전국의 문학단체, 도서관 및 제주시를

는 송년 음악회 에는 제주앙상블 준,

한편,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아이들

제주 플루티스트 앙상블, 소프라노 이

의 보물창고 , 장리석 화백의 감각적

석란, 테너 정낙영, 피아노 안혜정, 마

시선 등의 전시회가 진행중이다.

술사 이민종 등이 출연한다.

방문하는 도외 주요인사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문의 : 제주시 문화예술과 728-2711.

연락처 및 요금

우수신인 데뷔 연주회

064-728-3292~3
무료

11. 9(토)
15:00, 19:00

코믹컬 드립걸즈

1544-3901
R석 6만6천원
/ S석 5만5천원

11.15(금)
~17(일) 19:3
0

창작오페라 拏 애랑&배비장

070-8147-9499
R석 7만원/S석 5만원
/A석 3만원

11.28(목)
19:30

도립제주합창단 제83회 정기연주회

064-728-3292~3
일반 5천원/청소년 3천원
/단체 4천원

11.30(토)
~ 12. 1(일)
11:00, 14:00

가족뮤지컬 리틀 라이온

02-868-6748
전석 2만5천원

문의 : 제주도립미술관 710-4261.

YK

오는 14일 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리

공연명

11. 7(목)
19:30

CM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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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아리랑 라디오

Wonders of Jeju 와 함께하는 생생영어!

A: Did you see the black pig show at Hueree natural park?
(A: 너 휴애리 자연공원에서 흑돼지쇼 봤어?)
B: Yes! That show rocks! Its so fun to watch the pigs go down the
water slide!
(B: 응! 그 쇼는 정말 끝내줘! 돼지들이 물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게 정말 재
밌어!)
A: Yes! I wonder if the pigs know they are stars?
(A: 맞아! 그 돼지들은 자기들이 스타인 걸 아는지 궁금하네?)
B: I think they know when they get the yummy carrots at the end of
the slide.
(B: 내 생각엔 미끄럼틀 끝에서 맛있는 당근 먹을 때 돼지들이 아는 것 같아.)
<< 오늘의 표현>>
If something rocks , it is very good. The term comes from the
genre of music called rock n roll , and when something rocks , it
is particularly worth looking at. If you head over to Hueree and
see the black pig show, I m sure you ll agree that it rocks.
rocks 라는 표현은 끝내준다 , 정말 좋다 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rock n roll 이라는 음악 장르에서 왔는데, 무언가가 끝내줄 때에는 특히 볼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이지요. 휴애리에 가서 흑돼지쇼를 보게 된다면 아마 it
rocks. 라는 표현에 동의하실 거예요.
제공: arirang radio 제주 88.7 MHz, 서귀포 88.1 MHz, 대정 101.9 MHz

매일 저녁 10시 Wonders of Jeju와 함께 편한 저녁을 보내세요!
아리랑라디오: www.arir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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