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9월 5일 목요일

정확하고 유익한 제주소식은
제주도정뉴스(http://news.jeju.go.kr)로.
이 신문에 담긴 내용은 제주도정뉴스의
e-book service 로 볼 수 있습니다.

２０１３년
제５５３호

포커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해 도
민 역량을 결집하고 2012 WCC 성공
개최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기획
2013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가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기획연재
한림항에서 약 15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오름 하나 우뚝한 비양도 마을
이 있다.

추석 이전, 조상의 묘에 자란 잡초를 베고

탐방
우도의 자연마을을 거미줄처럼 연결
하는 오솔길을 모태로 편리하게 건설
된 섬 속의 섬 우도의 길을 소개한다.

묘 주위를 정리하는 미풍양속인 벌초 .
제주에선 일가(一家)가 모여 벌초하는데
이를 모둠벌초 라 부른다.
벌초하는 시기가 되면 일가 친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다이내믹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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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행사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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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전략 모색을 위한 국

민 역량을 결집하고 2012 WCC 성공개

제 환경포럼 과 WCC 제주형의제 발

최 1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열린다.

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 제주지역 환

제주특별자치도는 WCC 성공개최 1
주년을 기념하여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

경기준 설정과 대기질 관리 워크숍 등
이 개최된다.

성 국제포럼을 국내 외 환경전문가, 단

둘째 날에는 2014년 9월 개최된 제주

체,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0일

세계리더스보전 포럼의 발전방안과 준

부터 12일까지 3일간 ICC제주와 도 일

비사항을 논의하는 제주세계리더스보

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전포럼 Pre Workshop , 하논 분화구
복원 국제 심포지엄 등이 열린다.

세계 환경수도조성 국제포럼
주요 프로그램은 3개의 포럼과 3개의
워크숍 및 심포지엄, 기타 4개로 열린다.

부대행사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

2012 WCC 개최 1주년 기념 제주 세

는 제주 환경축제 가 10일부터 12일까

계환경수도 조성 국제포럼은 첫째 날 제

지 3일동안 제주 일원에서 개최된다.

투어 가 △거문오름 투어 △물영아리 투

해 선진 환경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마

어 △사려니숲길 투어 △선흘1리 동백

련하고 앞으로 IUCN 등 국제기구와 협

동산 △곶자왈 투어 △서귀포 이중섭거

력해 WCC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추

리로 나뉘어 10일부터 3일간 운영된다.

진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일에는 제주형 5대 의제

주도가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을 위

환경축제는 ICC제주에서 환경나눔

인 하논분화구와 곶자왈도립공원, 해녀

해 추진 중인 정책을 보고하는 성과보고

장터가 열리고 청소년을 위한 WCC 1

박물관, IUCN기념숲, 동백동산(람사

회와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대한 견해를

주년 기념 Remember 2012 WCC 콘

르습지)에 대한 2012 WCC 제주형 의

듣는 글로벌 환경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서트 가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에

제 투어 가 진행된다.

회(IUCN부총재 미구엘 페르난도)가

서 열리며, 제주환경과 관광분야에 대한

개최된다.

홍보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또 한국환경정책학회 주관으로 제주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환경수
도기본계획 등 환경정책을 국제적 수준
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자문

WCC 후속조치 성공 추진

또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제주자연

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자문단 을 지난
달 1일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외 환경 전문

자문단은 국내 외 환경전문가 25명

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토론회를 통해

으로 구성돼 제주가 세계적인 환경중심

세계 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의 정책

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계 환경수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국제적 공

도 조성 방향 및 대안 제시, 제주형 의제

감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추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도민이 행복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2012 세계자연

한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

보전총회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온 세계환

등 제주의 환경정책을 글로벌 관점에서

경수도 추진 성과보고 및 2020 세계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

경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민역량

게 된다.

을 결집하기 위해 친환경 생활실천 결의

아울러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문 채택 등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

UNESCO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으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계기는 마련한

로 선정된 제주의 환경브랜드를 전 세계

다는 것이다.

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글로벌 환경전문가 특별강연을 통

문의 : 환경수도정책과 71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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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친환경급식 관리 시스템 마련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지난달 23일 설치, 본격 운영
친환경 급식 수요자에게는 급식 만족
도를 높이고 생산자에게는 소득향상, 유
통업체는 비용을 절감하는 세 마리 토기
를 잡을 수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농산물 등
학교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시스템 구축, 농가소득 증대 및 수준 높
은 학교급식 추진을 위해 친환경급식지
원센터를 설치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공급단가가 학교마다 다르고 식재료의
장기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
산량이 일정하지 못하며 농가소득의 연
계 미흡,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소비까
지 복잡한 시스템 등의 문제 해결과 효
율적인 친환경급식을 위한 필요성이 제
기됨에 따라 설치됐다.

무상급식 조례에 의해 설치

급식 식재료 생산, 계약재배 관리, 물류

교별 수요 및 공급 가능량에 대한 조사

유통시스템 구축 및 로컬푸드 운동 등

를 벌일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역할을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

까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 지

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3단계로 나눠

정 등 지역별 거점화 및 관리를 하고 학

학교급식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네트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우선 2

교급식 식재료 수급관리 전산프로그램

워크를 구축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

014년 2월까지는 1단계 도입단계로 친

개발 및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교육, 홍보 및 공동 식단개발과 함께 농

맡게 된다.

특히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제주특

2단계는 시범운영단계로 2015년 2월

수요 생산 유통업체 만족도 향상

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표준

조례와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

매뉴얼을 제시하게 된다.

또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공급업체
계약재배, 공급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가 계약재배 확대와 안전성 검사의뢰 및
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급식 사용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돼 운영

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검

마지막 3단계는 완성단계로 2015년

또 학교에서는 식재료 구매 발주를 하

돼 온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지난해 3월

사와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안전성 관

3월부터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

고 수요파악 등 품목별 수급계획을 산정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우리 농산

리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제주특별자

료 공급계약 등 총괄관리를 하고 타시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공급업체와

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

치도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 실시키

와 친환경농산물 상호공급 MOU체결

생산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생산 및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의한 운영

로 했다.

등 본격적인 친환경급식지원 역할을 담

공급 계약을 맺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

당할 계획이다.

산,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이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학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학교급식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2별관 2층 친환

원센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제주산 친

경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우근

환경농산물 계약공급 확대로 생산자인

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양성언

친환경농업인은 안정적 생산으로 소득

교육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등이 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으며 이달부
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학교 등 수요자는 친환경농
산물 식재료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급식
자의 다양한 급식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총괄적인 관리 시스템 운영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납품을 담당하는
유통업체는 체계적인 유통에 따른 비용

물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관리를 총괄하
는 컨트롤타워가 돼 친환경 농산물 학교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문성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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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여론조사로 도민의견 묻는다
제민 제주 한라일보사 공동 여론조사 실시
이와함께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방법
에 대해 동시 검토했다.

하반기 민간기업 통합공채
하반기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
채가 9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공채에는 124개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참여해 330여명을 채용할 계획

22일 도의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담회

으로, SW개발자 생산관리 기술

시 도의회와 공동 여론조사 방법을 제

영업직 연구직 사무직 등 다양

안했지만 도의회에서 수용불가 방침을

하게 모집하며 임금은 연 1500만

밝인 바 있다.

원에서 360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민 제

문의 : 경제정책과 710-2541.

주 한라일보사 지역 언론 3사에 공동으
로 여론조사를 대행해줄 것을 의뢰했다.
또 여론조사기관 선정, 조사시기, 조

다금바리 능성어 10만마리 방류

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 추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

도민의견을 조사하기로 했다.

방법 및 설문지 작성 등 여론조사 전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위

적인 사항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언론사

구원은 제주연안에 다금바리와

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 의회 미

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일

능성어 10만여 마리를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2일부터

구성안 에 대한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

임했다.

방류할 계획이다.

19일까지 개최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방

이에따라 언론3사는 지난달 31일과

김녕(월정)과 모슬포 지역에

지역별 순회 보고회에 이어 지난달 말까

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여론조

1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결과

집중적으로 방류하고 2016년부

지 연장해 도민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사방식으로 도민의견을 묻기로 한 것

는 5일 발표한다.

터 어획조사 및 청취 조사를 실

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 의견 조사가
실시된다.

이어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을 위한

이다.

문의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710-6861.

시해 자원회복 유도를 검증할 계
획이다.

제주산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문의 : 해양수산연구원 710-8506.

제주시내 알뜰주유소 개점

방사능오염 여부 조사 결과 안전
제주시 연동에 있는 광동주유
제주산과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
염여부 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 모

소와 조천읍의 함덕주유소가 알

두 안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뜰주유소로 전환해 6일 개점한다.

본원에서도

알뜰주유소 이용시 제휴 할인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국내산 수산물에

카드(외환, 우리, 농협, 신한, 우

고와 관련해 최근 방사능 오염수가 바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국)를 준비하면 저렴하게 이

다로 누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품의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다.

용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반기 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이 제주산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방

방사능 조사를 확대해 원양산 수산물인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고

에 알뜰주유소 10개소 개점을 목

사능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명태, 꽁치, 다랑어, 상어에 대해 방사

있다.

표로 하고 있다.

나타난 것이다.

능 조사를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약품안전처와

제주 수산물에 대해선 국립수산물품

수입 수산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

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옥돔과 갈치, 고

처에서 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수산물

등어, 소라 등 4개 품목을 주1회 채취해

수입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문의 : 스마트그리드과 710-2531.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
mfds.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문의 : 수산정책과 710-3211.

시외버스 요금 오를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

올해 노지감귤 최고품질 전망

위원회(위원장 임기옥)는 지난달
27일 시외버스운송사업조합(이시
장 서석주)이 신청한 시외버스 요

올해 감귤은 재배사상 최고 품질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귤관측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성보)

또 생산량도 1차 조사결과 53만2000
t보다 줄어든 53만t 내외로 예상했다.
이번 착과상황 조사는 지난달 19일
부터 2주간 조사요원 336명이 투입돼
도내 457개소에 조사한 결과다.

㎜ 수준으로 지난해 39.3㎜보다 크지

금 조정안(평균 25% 인상)에 대

만, 2011년 42.1㎜보다는 작은 것으로

해 논의한 결과 일반 시외버스 요

조사됐다.

금은 평균 14.3%, 공항 리무진버

당도는 9.9브릭스로 지난해 7.2, 2011
년 6.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노지감

조사결과 1나무당 평균 620개가 달

농업기술원은 상처나 병충해 큰 열

귤 관측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20일

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해 86

매 등을 열매솎기해 수확기까지 고품질

현재 당도는 9.9브릭스로 감귤 재배사

0개보다 240개나 적은 것이다.

생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 품질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8월 20일 현재 열매크기는 횡경 41.5

스는 10.7%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
정 시행하게 된다.
문의 : 교통항공과 710-2431.

문의 : 농업기술원 760-7552.

YK

당도 9.9브릭스, 53만t 내외 생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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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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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증가, 그 명(明)과 암(暗)

제7회 대한민국의정대상

문화관광포럼 제10차 정책세미나 개최

박희수 의장 위성곤 의원, 최고의장상 최고의원상 수상
노력해 왔다.

박희수

위성곤

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요 의정 성과로는 민군

특히 국무총리, 국회의장

복합형관광미항 문제 해결을

면담을 통해 의회 권한 및 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동

능을 강화시켜 나가고 2012

하여 조사위원회 구성 및 TF

유라시아포럼 개최로 러시아

팀 활동으로 사회통합에 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에 힘쓴

력하였고, 산북과 산남의 불

수 의장과 위성곤 의원이

공로로 공훈상 을 수상하고

균형한 발전이 교육 복지 등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주

시민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

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의정

관 2012년도 장애인 인권보

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시

대상 공모심사에서 각각 최

호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는

정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고의장상과 최고의원상에 선

등 제9대 의회 전반기에 복

조례를 제정하고 7개 부분에

정됐다.<사진>

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복

걸쳐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지 분야 숙원사업 추진에도

정책제안을 하는 등 지역 불

적극 노력해 왔다.

균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

최고의장상을 수상하게 된
박희수 의장은 제5 6 8 9
대 의원을 거친 4선 의원이

또한 최고의원상을 수상하

며 6대 의회 전반기에는 의

게 된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

시 동홍동 지역구 의원으로

2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상

고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제9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

자 및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으로 취임한 후 도민과 함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한국

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

후반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문

지방자치경영대상과 함께 제

는 의정! 을 의정 슬로건으

제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하여

7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

로 민생의회, 복지의회의

복지안전위원회로 옮겨 왕성

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극 노력하였다.

도의회 예결특위, 현장에서 답을 찾다
도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현장방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

추진하는 한편, 예산이 수반되

게 되었다.

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
화관광포럼(대표

강경식)은

중국 관광객 증가, 그 명

느 정도 될지 이에 대한 평가는
지역경제인들 사이에서도 명암
이 교차되고 있다.

(明)과 암(暗)은? 이라는 주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

제로 지난 3일 의원회관 대회의

하는 이면에는 중국계자본 여

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증가, 저가 관광의 그림자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인 마이너스 투어 피((Minus

이 2009년부터 급격하기 증가

tour fee), 무자격 가이드 활

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108명

동 등 문제점들이 있으며, 또한

이상이 제주를 찾았고, 올해도

중국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부

이미 지난달 초에 100만명이

분에 있어서는 조직적 상권을

제주를 방문했다.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제

광객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주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에

관광객들은 소비에 있어서도

대한 극명한 평가의 명암을 살

제주관광시장의 80%를 차지하

펴보면서 그에 대한 각계의 의

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견을 들어 대 중국 관광정책에
이렇게 많은 중국인 관광객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

들이 제주 방문으로 인해 제주

는 작업이 시도되었다는 점에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

서 의미가 크다.

의정 소식지 드림제주21

는 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들과 협의하여 예산심사 과정

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

은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제시

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

부문 수상은 지난해 국제비즈니

다.<사진>

된 대안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이며 향후 현장방문을 계속해

희수)가 제10회 국제비즈니스

스대상 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

에 통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서 해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대상(International

속 수상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

Busi

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달

ness Awards, 이하 IBA)에

IBA는 전 세계 기업과 조직

30일 휴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 의정소식지 드림제주21 발

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성장,

도 및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과 관련해 커뮤니케이션 PR

홍보 등의 사업 활동을 15개 부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부문에서 은상(Silver Stevie

문에 걸쳐 평가하는 프리미엄

육성 사업외 5개 정책사업에 대

Winner)을 수상했다

국제대회로, 비즈니스 분야의

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드림제주21 의 이번 수상은

오스카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주요

소식지 발간 및 배포를 통해 도

상명이 스티비(Stevie)는 그

정책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

의회와 도정, 도민과의 소통과

리스어로 왕관(Crowned) 을

진과정과 문제점 등을 현장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지

의미한다.

서 직접 보고 들어서 도민의

역사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2013년 제10회 국제비즈니

의견을 향후 의정 활동에 반

인문학적 복지정책 개발 위한 전문가 간담회

도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스대상(IBA)에는 50여 개국에

소통을 활발하게 한 것을 심사

서 총 3,300여 편의 작품이 출

과 인문학적 복지정책 개발을

위원단으로부터 인정받아 선정

품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위한 전문가 초청 제주특별자

된 것이다.

14일(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치도 사회복지 대상자 인문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제주현실에 맞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조례 제정 간담회

신영근 의원실에서는 지난 3일

의 맞춤형 복지정책 조례제정

가 열렸다.

특히 이번 커뮤니케이션 PR

더블유호텔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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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세계감귤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3 서
귀포세계감귤박람회(pre-EXPO)가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를 주행사장으
로 서귀포의 미래, 세계속의 명품 감귤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감귤박람회의

추진

배경은

FTA환경 속에서 감귤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서다.
산업지향적이며 문화지향적인 감귤
전문박람회로 설정해 감귤의 경제적 환
경적 기능적 가치를 부각함으로써 감귤
산업을 서귀포의 신 성장동력으로 재탄
생시킨다는 계획이다.
과 외국인들을 위한 유치 전략도 짜고

도록 행정, 학계, 민간이 참여하는 행사

있다.

pre-EXPO .

2013년 첫 박람회 관람객 목표는 10

감귤아트존, 감귤사진 콘테스트, 감
귤카페, 감귤포토존을 비롯, 감귤나무에

로 준비되고 있다.
이번 감귤박람회의 영문 공식 명칭은

화행사도 다채롭다.

분야별 다채로운 행사 마련

희망메시지를 적어 소외계층에서 감귤
을 기부하는 감귤나무 메시지 기부캠페

만 명.

2015년 본 박람회를 앞두고 진행되지

지역축제가 아닌 국제적 성격의 박람

△ 전시행사 :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만, 첫 행사의 성공이 향후 박람회의 토

회인 만큼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해외감귤 생산지 10개국의 품종, 재
배기술, 농자재, 감귤가공품 등을 한 눈

인도 펼친다.

2020년 세계최대 감귤 도시 도약

에 볼 수 있는 국제감귤전시관을 운영하
고, 제주감귤역사관, 감귤품종전시관,
감귤농자재 전시관 등을 한 눈에 살펴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는 일회성 행
사는 아니다.

볼 수 있는 한국감귤전시관이 마련된다.

그동안 제주에서 지속돼 오던 감귤축

특히 야외부스를 마련해 감귤가공산

제가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대표적인 감

업 기업 전시관, 감귤산업디자인 전시

귤 관련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

관, 감귤분재전시관 등 감귤가공의 현재

기되어 왔다.

와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감귤산업전시
관도 별도로 마련된다.
△ 투자수출행사 : 농민, 산업전문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농자재 기업 설
명회, 국내외 바이어초청 투자설명회,
투자상담회 등 비즈니스데이(Busi
ness Day)를 운영하기로 했다.
△ 학술행사 : 국내외 감귤전문가 등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감귤엑스포의 실
질적 성공을 위해 2013~2014년 프레
(pre) 행사로 진행하고 2015년 본 행사
를 마련하게 된다.
궁극적인 꿈은 8년 뒤인 2020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2020 로드맵 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감귤도시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이 참여하는 향후 100년 감귤 가치 창출

구체적으로 감귤 조수입 2조원 달성

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과 감귤농가들을

과 세계 최대 감귤테마파크 조성, 서귀

위해 일본과 중국의 감귤품종전문가 등

포세계감귤박람회의 대규모 확대 및 활

을 초청하는 감귤산업전문가 초청 강연

성화 등을 겨냥하고 있다.

회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2015년과 2018년 3년 단위

△ 체험행사와 부대행사 : 제주도민

로 본 박람회를 진행하고 나머지 기간은

과 관광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감

pre 성격으로 박람회를 치루면서 전환

귤 퓨전푸드 레시피쇼, 감귤힐링 테라

의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피체험, 감귤 수확체험 프로그램, 명

박람회 등을 통해 2015년 세계적인

품감귤 경매쇼, 감귤원 미로체험, 감

감귤 대표 도시로 부상시키고 2018년에

귤다도체험 등 13개의 체험행사가 운

는 세계적인 감귤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

영된다.

한다는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감귤탑 높이 쌓기대회, 감귤뽑기,
감귤먹기대회 등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 문화행사 : 감성과 테마로 뭉친 문

문의 :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조직위
원회 064)760-3266
<서귀포시 공보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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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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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주해녀축제 프로그램 확정
내달 12~13일 해녀박물관 및 구좌읍 해안일원서 개최
출향해녀, 일본아마, 해녀가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 해녀테왁수영대회, 해
녀물질대회, 해녀불턱가요제, 해녀민속
경연, 숨비소리 창작가요제, 어린이 그
림그리기 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소통의 장은 3대 해녀 선발, 해녀노
래공연, 일본아마공연, 지역동아리 공
연, 희망의 불꽃 쇼, 해녀영상 상영으로
구성됐다.
힐링의 장은 해녀 굿, 푸다시 넋드림,
소망기원띠 달기, 희망 페인팅 등이며,

일 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9. 6(금)
19:30

제5회 소프라노 오능희 독창회

010-2309-62551
만원

9. 7(토)
19:00

추억의 팝스 콘서트

064-751-1155
/010-6798-1155
일반5천원/학생1천원

9. 8(일)
19:30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플루트협회
정기연주회

010-7179-8401
무료

9.12(목)
19:30

첼리스트 김면정 귀국독주회

064-721-2588
/011-9487-5878
무료

9.14(토)
19:30

제8회 정기공연
제주섬 국악을 품다

010-9981-9902
무료

9.15(일)
19:30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010-2693-6603
무료

9.27(금)
~28(토)
19:30

기획 초청공연 -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064-710-7643~1
1층 2만원/2층 1만5천원
(할인20~30%)

9.30(월)
19:00

CTS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064-724-9191
/010-7183-0765
무료

체험의 장은 수산물 시식회, 바릇잡이
체험, 어린이와 함께하는 해녀어장 만
들기, 전통 해녀복 체험, 테왁망사리 만
들기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가

제주해녀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

원에서 숨비소리, 바다건너 세계로! 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공감

재현)는 내달 열리는 제6회 제주해녀축

주제로 △경연의 장 △소통의 장 △힐

대가 확산되도록 해녀축제를 독창적이

제의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링의 장 △체험의 장 4개 부문으로 열

고 여성중심의 해양문화축제로 발전시

린다.

켜 나갈 계획이다.

제6회 제주해녀축제는 내달 12일부
터 이틀간 해녀박물관과 구좌읍 해안일

경연의 장은 해군군악대와 기마대,

장리석 화백의 감각적 시선 展
제주도립미술관, 9월 5일 ~ 2014년 2월 2일

문의 : 해양개발과 710-7770.

김녕리, 백원용 시인의 시
향촌 소장 현판식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9. 2(월)
~ 5(목)
매일 19:00

2013 JEJU 전국 장애인 연극제

064-751-8095 무료

9. 7(토)
~ 8(일)
19:00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사업
-제주섬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 축제

064-721-4967
/010-3697-4981
1만원

9.14(토)
17:00

명상 음악회

010-3694-3772
5천원

9.28(토)
~ 29(일)
15:00/19:00

포복절도 감동의 모노드라마
- 연극 아빠

010-5672-0543
일반 2만원/단체1만원

일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09. 4(수)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 7(토)

서예학회원전(서예)

9. 8(일)

제22회 제주대학교산업디자인학부

~ 12(목) 문화조형디자인전공졸업전(디자인)

서민의 애환을 그린 작가, 장리석 화
백의 감각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전
시회가 열린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장리석기념관에
서 5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장리석 화
백의 기증작품을 교체 전시한다.

작품을 기증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장리석기념관에

옛 사진으로 보는 불교신문
100년전(사진)

서예학회
010-2695-0607
제주대학교산업디자인학
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010-4699-1082
제주불교신문사
064-755-2203

기증작품을 다양한 주제로 엮어 순환전
9.18(수)

시하고 있다.

~ 27(금)

이번에 열리는 장리석 화백의 감각

9.28(토)

적 시선 전은 장리석 화백이 자연을 바

평양이 고향인 장리석 화백은 한국

라보는 감각적 시선으로 풍부한 색채와

전쟁 당시 제주도에 피난와 5년간 살면

표현적인 붓자국을 통해 그려진 작품을

서 창작활동을 했던 인연으로 지난 200

살펴볼 수 있다.

7년 6월 제주도립미술관에 총 110점의

9.13(금)
~ 17(화)

(사)제주특별자치도

문의 : 제주도립미술관 710-4274

~ 10. 3(목)

제주시 김녕리 출신 백원용 시인이 고
향을 기리는 시를 짓고 이를 고향 리사무
소에 소장하는 행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제주시 김녕리사무소에서 있었다.
제주시 김녕리(리장 박윤보)가 주최
하고 재경 김녕향우회(회장 한치환)가

부채그림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 한국문인화협회 제주지회
(문인화)

010-4066-1181

2013 제주여성미술제(미술)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미술협회
010-3697-5775

일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9. 2(월)
~ 6(금)

제15회 일구구오 정기전(미술)

일구구오회
010 - 5115 - 8040

9. 7(토)
~ 11(수)

제7회 기획주제전
제주의 들꽃이야기 (사진)

포스나인
010 - 3699 - 7578

9.12(목)
~ 18(수)

강승철 도예전 제주옹기 새롭게
세상에 알리다 (도예)

도예가 강승철
010 - 3694 - 3662

9.22(일)
~ 27(금)

제6회 춘강 사군자회전(사군자)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010 - 4066 - 1181

9.28(토)
~ 10. 3(목)

2013 제주여성미술제(미술)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10 - 3697 - 5775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뮤지컬 그날들

(02)541-7110
(주)인사이트엔터테
인먼트

주관한 백원용 시인의 시 향촌 소장 현
판행사에는 시인 백원용씨와 안동우 도
의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윤두호 의
원, 한치환 재경김녕향우회장, 한철용장
군을 비롯한 재경김녕리향우회 회원과
지역 자생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백원용 시인은 1940년 김녕리 출생.
오현고졸, 육군장교예편, 신한금융계열
지점장을 역임하고, 서울과 제주에서 시
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백시인의 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가

9.15(일)
14:00
9.26(목)
19:30

0640-728-3292~3
도립제주합창단 제82회 정기연주회 일반 5천원/ 학생 3천원
/ 단체 4천원

※ 지난호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장은 김왕승으로 바로잡습니다.

통일전망대에 게시되고 있다.

YK

제주의 서설

9.14(토)
15: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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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한림항에서 약 15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오름 하나 우뚝한 비양도에 닿는
다. 죽도 또는 서산이라고도 했다.
비양도는 동서길이 1020m, 남북길
이 1130m, 총면적 0.43㎢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3.5km로 도보로
약 한 시간 반 정도면 넉넉히 돌아올
수 있다.
현재 약 62가구에 169명 정도의 사
람들이 살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다.
비양도에 처음 들어서면 두 개의 송덕
비가 우뚝 서있다.
이는 비양도에 수도를 놓아준 감사
의 표시로 1988년 세운 비이다.
비양도에는 1965년 처음 공동수도
가 들어가고 1988년 7월에 각 가정으
로 개인 수도가 보급 되었다.

천년의 섬 기념비 세워져

해설이 이어진다.
즉 신석기 시대의 용암분출에 의해 형

의 고구마와 옥수수, 상추, 콩, 파, 마늘

이 화산탄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도

등의 조금 심어져 있을 뿐이다.

내 최대의 화산탄 산지이다.

성된 현무암대지(비양봉 조면현무암대

비양도에는 오직 비양봉 하나이다.

지)가 먼저 형성되고 그 후 휴식기를 지

섬이 온통 오름이다.

나 1000년경에 현무암 대지 위에서 스

그 자락에 옹기종기 마을을 이룬다.

코리아(송이) 분출이 일어나 비양봉이

비양봉은 제주도의 형성과정에서 가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신석기 토기 이야
기와 비양도 탄생 천년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래서 화산박물관이라고도 하는 것
이다.

수많은 생명의 서식처 펄랑호

장 최근에 만들어진 오름이다.
비양봉은 스코리아로 구성된 분석구
로 해발 114m, 비고 104m, 둘레 2023m
인 오름이다.

비양봉 자락에 마을 이뤄
비양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있다.
비양도에는 큰 밭이 없다.

2점과 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토기

옹기종기 모여 앉은 집 주변에 있는

이 토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 ~ 5000
년 전 시기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비양도에는 천년의 섬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작은 텃밭이 전부다.

분화구에는 소나무, 으름나무, 팽나
무, 섬오가피나무, 비양나무 등이 자라
고 있다.

처음 비양도의 정착민들은 고구마,

특히 비양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보리농사를 짓기도 했으나, 바다가 워낙

비양봉 분화구 바닥에서만 자생하고 있

어류가 풍부한 황금어장이라 수산물의

기 때문에 비양나무라고 명명되었다.

판로가 확대 되면서 어업소득이 농업소

제주도기념물 제 48호로 지정되어

섬을 거의 다 돌아올 때쯤 되면 넓
은 초승달 모양의 호수가 나온다. 펄
랑호다.

4000년 전 시기의 신석기 시대 토기

득보다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밭은 현

발견을 가지고 보면 비양도 탄생 천년설

재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단지 우영

비양도에는 대나무가 많다.

호에는 쇠백로가 날아오기도 하고, 갯질

은 과연 허구인가? 이에는 지질구조로

밭(텃밭)처럼 마을 사람들이 먹을 만큼

또 비양도에는 천적이 없는 이유로 파

경이, 순비기 식물이 자란다.

있다.

충류의 안정적인 서식처로 현재 누룩뱀,
쇠살모사 등이 많다.

길이 500m, 폭 50m의 염습지의 펄랑

이 펄랑호에는 육지가 잃어버린 수많
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내 최대의 화산탄 산지

비양도 주민들의 마음의 안식처는 어
쩌면 술일당이다.

비양도의 해안을 돌다보면 신기한 화
산석을 볼 수 있다.
높이 4.5m, 둘레 약 4m의 굴뚝 모양
의 화산체가 있는데 호니토라 한다.
호니토는 마그마에 있던 휘발성분이
폭발하여 마그마 물질을 화구 주변에 쌓
아 만들어진 것이다.
이 외에도 기이한 화산탄들이 해안에
수두룩하다.
그리고 해안도로 곳곳에 고구마 모양

비양도에는 사철나무를 신목으로 삼
고 매 술일에 제를 지내고, 즉 개날에 지
낸다 하여 개당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지나가는 배도 와서 이 당에
서 제를 드리고 갔다고 한다.
그래야만 고기도 잘 잡히고 사고도 나
지 않는다고 한다.
요즘도 마을 사람 모두가 그 믿음인지
는 모르나 아직도 당은 당당이 살아 있다.
<고제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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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다는 흔적으로 <압날점렬문> 토기
도 발견되었다 한다.

비양봉은 4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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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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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은 1842년에 인경허가(人耕許可)가 나기까지는 공식적으로 무인도였다.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며 이원진의 탐라지 , 담수계의 탐라지 는 물론이고 김석익의 탐
라기년 같은 옛 문헌과 제주도지 등 최근 공식 기록에 의하면 조선조 숙종 24년인 1698년
에 국유목장 중의 하나인 우도장(牛島場)이 설치된 이전에도 그 후에도 개방이 참으로 어려
운 섬으로 묘사되고 있다.
왜구들이 우도의 섬 그늘에 숨어들어 제주본섬의 동태를 살피다가 약탈을 감행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인기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타난 탐라순력도 의 우도점마(牛島點

힘입어 1972부터 확포장한 농로를 연결

馬) 를 보면 포구마다 혹은 그 연안을

하는 방사도로의 기준도로 역할을 톡톡

항해하는 단대돛선, 쌍대돛선, 삼대돛선

히 해내었다.

이 잘 그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도방문객은 그 길들

우도의 바다 밭에는 넓미역과 같은 고

다시 말해 그 섬에는 자연포구가 잘

을 걷는 동안 우도8경 인 주간명월(晝

유한 해조류와 더불어 전복과 미역, 우

발달해 있어 육상의 도로는 그리 유용하

間明月) , 야항어범(夜航漁帆), 천진관

뭇가사리 등 질 좋은 자원이 풍부하여

지 않았음을 미뤄 짐작하게 한다.

산(天津觀山), 지두청사(地頭靑莎), 전

종달리와 성산리 근방 제주해녀들이 무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우도면의 육상

포망도(前浦望島),

후해석벽(後海石

도로는 매우 주도면밀하게 지형지물을

壁), 동안경굴(東岸鯨窟), 서빈백사(西

덕분에 1844년 김석린 진사 일행의

잘 활용하면서 자연마을을 거미줄처럼

濱白沙)를 의도하지 않아도, 알지 못하

이주로 비롯된 초기 섬 생활 단계에서부

연결하는 오솔길을 모태로 편리하게 건

여도 저절로 보게 된다.

터 신화에서나 나올법한 전설적인 풍요

설되었다.

시로 드나들며 물질을 했다한다.

로운 해양생활상이 그려져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우도지 에 의하면 원래 일제강점하에
개설되어 1971년에 벌써 도로 폭이 약 3.

그냥 눈길만 주어서는 변변한 나무 한
그루, 거대한 돌 한 덩이 없을 법한 황망
하면서도 좁은 섬 우도.

근현대에 이르러 마른 미역과 전복 등

6m, 길이 12.5km에 이르는 우도해안일

그 섬의 길 위에 서야만 비로소 보이

우도 특산 물자를 자원삼아 한반도를 위

주도로 와 또 섬의 정 중앙을 가로지르는

는 길에 아로새겨진 우도의 자연경관

시하여 일본과 홍콩 등지로 다양한 무역

중앙로 2.7km를 포장하였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15세기 정치인

루트를 개척, 섬의 부를 쌓았을 뿐 아니

처음에 길을 낼 때 참여하였던 우도

이며 대문호인 충암 김정이 그 섬을 본

라 제주 최초의 땅콩 재배 등 창의지역

사람이 회상하기를, 지갯짐으로 돌과 흙

후 시심(詩心)이 절로 일어 흥을 돋우

경제를 다진 다부진 섬이다.

을 져 날라 패인 데는 메우고 굽은 데는

니 잠 못 이뤘음을 우도가(牛島歌) 에

펴고 좁은 데는 넓혔다고 한다.

절절히 털어 놨다.

그럼에도 2013년 현재 4개리 12자연

이 두 길은 지금 우도를 한국의 가장

그 뿐이 아니다 제주바다 의 시인 문

하고 도항선 6척과 등록자동차 704대를

아름다운 섬 중의 섬 으로 만든 올레코

충성은 ⋯ 우도팔경이여 머흘머흘 혼

보유(2012년 12월 31일 현재)한 우도면

스 1-1 의 근간이다.

을 흔들어 놓는다고 그 길의 황홀한 관

마을 20개 반에 778세대 1601명이 거주

에는 아직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중 그 어떤 공로(公路)도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도상에도 우도의
길은 표기되지 않는다.
다만 올레코스 1-1 길라잡이 자료에

그 두 길을 다 걸은 올레꾼들 사이에
서는 우도의 길 16km 를 걸었다고 하
는 이들이 종종 있다.
그 두 길의 길이를 살짝 반올림하면
대충 맞다.

는 섬의 길들이 있는 만큼 나타나 있어,
역시 그 섬에도 있을 길은 다 있음을 실

예전 국유목장 시절 우도장 이 잘 나

제주 유일의 이름이 따로 없는 우도의
길들.
오늘도 그 길을 찾아 섬에 든 이들이
그 길 위에 서면 우도만이 간직한 제주의
삶을, 자연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길 걸으며 우도 8경 감상

감한다.

육상로, 마을을 거미줄처럼 연결

광 후문을 토로하였을까!

예전 군도로, 농어촌도로, 농로로 구
분하던 우도의 길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우도해안일주도로 와 중앙로 이 두

가 된 이후부터는 농어촌도로 로 단일

길은 명실상부 우도의 대동맥으로 마을

화 되어 제주시청 건설과가 관리하고

과 마을, 포구와 마을, 등대며 각 명승지

있다.

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새마을 운동에

<한림화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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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 추석물가 안정관리 나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운영

체불임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GPS기능으로 해당위치를 바
로 찾을 수 있어 신속하게 업무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모

처리가 가능하다.

든 근로자가 따뜻이 맞이할 수

제주시는 지난해 생활불편

있도록, 사업장별 근로자 체불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를 통해

임금 해소를 위해 지난 28일부

388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돼

터 체불임금 해소 예방 전담

처리를 완료했고, 올해 8월말

반 을 운영한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가로

기준으로 419건이 접수된 상

이와 관련 지난 1일부터 17

등 고장신고, 도로 파손, 쓰레

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

기 방치, 위험시설 신고, 에너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도기간 으로 설정하고 광주지

지 과소비신고, 기타 생활불편

시민은 생활공감지도 홈페이

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

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

지(gmap.jeju.go.kr)

또는

도과)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

장에서 바로 사진, 동영상을 첨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웹을

축으로 체불임금 해소 및 체불

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

무료로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사업장 예방, 해결 지원에 나서

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를 제

설치하여 이용하면 된다.

기로 했다.

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전 부서 사업 추진

703),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

및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수급

에 따른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

스를 통한 임금채권 보상제도

불균형 제수용품에 대하여는

관련 대금 등 552억원을 추석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

지도, 점검반을 편성 수급 안정

전 조기에 집행하고 하청업체에

2) 안내도 병행 실시한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태다.

문의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내장된

728-2301.

한국은행제주본부 옛 청사 매매계약 체결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또 추석명절 성수품 및 개인

이와함께 허위표시, 불법계

대해 공사 및 납품대금을 조기

서비스 요금 등 물가안정을 위

량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해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추

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

제주시는 지난달 30일 한국

금 30억원이 납부되면 동시에

영세 취약 사업장 및 고액체불

석명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고, 개인서비스분야에대해서는

은행제주본부 옛 청사 매매계

소유권을

업체 사업장 현장지도 점검으로

기간으로 설정하여 물가안정관

과다 가격인상업소를 대상으로

약을 체결했다.

이전키로 또한 합의했다.

체불임금발생 예방 및 해소를

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지도하

김상오 제주시장과 박성준

옛 한은청사 규모는 대지면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있다.

는 한편, 업주 및 위생단체가

한국은행제주본부장을 비롯한

적 2필지에 3763㎡, 건축연면

자율적으로 가격안정시책에 동

양측 관계자 20명이 참여한 가

적 3514㎡로 지하1층, 지상3

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운데 열린 한국은행제주본부

층 부속동 포함 3동이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및 임

중점관리 관리 품목 5개 분

금채권 확보 지원을 위해 재직

야 32개 품목(농산물13, 축산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

물 4, 수산물 5, 개인서비스 6,

비 대부(근로복지공단 : 754-6

가공품 4)에 대한 품목별 가격

문의 : 제주시 지역경제과 72
8-2811.

밭작물 스프링클러시설 450h 지원
만원)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예
산 대비 약 1.3배 규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옛 청사 매매계약 체결 주요내

제주시는 내년 4월까지 리

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총 153

모델링공사를 마무리 하여 근

억5700만원으로, 계약금 2억

무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일

원은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납

부 부서를 이전 배치하고 현 종

부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민원실 건물을 철거해 주차

151억5700만원은 2018년 7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민원 편

31일까지 5년간 분할 납부키

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로 했다.

문의 : 제주시 총무과 728-24

2014년 1월 29일 1차 중도

21.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816
농가에 450ha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 시설의 지원단

제주시 출생아수 3년 연속 증가

가는 ha당 360만원으로 농가
지난해 제주시 출생아수가 4
672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

를 보조한다.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농업인의 주 소득
원인 구좌읍 당근, 애월읍 한

통계청이 지난달 26 발표한
2012년

타냈다.
한편 전국 합계출산율은 1.2
9명에 비해 제주도는 1.59명으
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통계(확정) 에

특히, 2012년 셋째아 이상

림읍 한경면을 중심으로 정식

따르면 2012년 제주시 출생아

출생아수는 820명으로 전년도

되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월동

수가 4672명으로 전년 4257명

766명보다 54명이 증가하여

제주시는 기상관측사상 90

00ha)과 추가로 5억4100만원

채소 정식(파종)시기와 맞물

보다 417명이 늘어 9.7% 증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6위

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영농

(250ha)이 지원되어 총 9억73

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

하였다고 밝혔다.

에 올랐다.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작물

00만원(450ha) 규모에 이르

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제주시 합계출산율(여성 1

제주시는 셋째이후 자녀 출생

재배 농가에 스프링클러 시설

고 있다.

가뭄극복 및 전천후 월동채소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

가정에 대하여 1년 동안 월 5만

류 안정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

는 평균 출생아수)은 1.61명으

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 2010년 1.44명, 2011년 1.4

450ha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이 사업은 당초 가뭄극복 긴

신청받은 결과 13개 읍면동 11

급지원 예산 4억3200백만원(2

66 농가에서 605ha(13억700

문의 : 제주시 농정과 728-3351.

7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72
8-2511.

YK

당 0.1ha에서 1ha이내로 지원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중 60%

CM

CM

YK

2013년 9월 5일 목요일

서귀포시

서귀포시 읍면동 방문대화 마무리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 수상작
오는 11월까지 도내 외 순회 전시회 개최

의견 151건 수렴 도시건설분야 가장 많아
가장 많았다.

11

서귀포시는 제2회 아름다운

전시작은 금상을 수상한 임

서귀포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채환씨의 주상절리 를 비롯한

면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수상작 등 지난해 입상작 6점

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은

외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개최

을 포함, 총 48점이다.

즉시 처리토록 관련부서에 지

한다.

한 시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시했다.

특히 제주환경대축제와 서귀

우선 3일부터 12일까지는 제

포세계감귤박람회가 열리는 기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

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시하

간에 전시가 계획되어 있어 국

항에 대하여는 지역구의원, 주

며, 이후 서귀포칠십리축제장,

내는 물론이고 외국인 방문객

민들과 협의를 통해 우선 추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항 등

들에게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확보

을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며, 도

는 서귀포시를 널리 알리는 계

한동주 서귀포시장이 취임

명과의 대화를 통해 151건의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외의 경우 안성시청 등 자매결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 읍면동 주민과의 방문대화

건의사항 및 시정발전에 대한

예정이다.

연도시를 중심으로 열릴 예정

문의 : 서귀포시 공보실 760-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의견을 청취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건의사항

이번 읍면동 주민과의 방문

주요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계

대화는 우선 각 지역의 주요 단

△일반행정분야 31건 △보건

획을 수립하고 건의자에게 부

체장들과 상견례를 통하여 시

복지분야 17건 △농수축산분

서별로 통보하고 추진상황에

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

야 19건 △문화관광분야 18건

대한 점검 및 보고회를 이달 중

회로 삼고자 했다.

△환경녹지분야 14건 △도시

개최해 내실있게 처리해 나갈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건설분야 52건으로 도시계획

예정이다.

서귀포시 지역내 17개 읍면동

도로, 마을안길 건설 요구 등

을 방문하여 주요 단체장 182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건의가

이다.

2031.

희망 서귀포 통합본
2013 국제비즈니스대상 출판부문 동상 수상

문의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760-2231.

서귀포시가 발간한 희망 서
귀포 통합본 이 2013 국제비즈
니스대상에서 출판 부문 동상

양식장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추진

을 수상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제
비즈니스대상(IBA, Interna

서귀포시는 양식장에 공급

는 상당량의 배합사료를 육지

도내 양어장이 배합사료 전

tional Business Awards)

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건

부와 수입 사료에 의존하여 공

량 사용시 연간 배합사료 소요

은 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한

포시는 희망 서귀포 통합본 을

급 받아 사용하고 있어 완전 배

량은 약 4만톤으로, 양식수협

해 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출품, 본심에 올라 결국 동상을

합사료 품질에 대한 불신이 있

(한림)과 대봉엘에프영어조합

등의 사업 활동을 15개 부문에

받게 됐다.

던 실정이다.

법인(표선)이 추진하고 있는

걸쳐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비

립하기로 했다.
이는 2016년부터 육상양식
장에 배합사료 사용의무화가

서귀포 스토리(Stories of

법제화됨에 따라 제주지역에

이번에 추진 중인 배합사료

배합사료 공장이 가동되면 연

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Seogwipo) 를 부제로 내건

맞는 배합사료 공급을 위해 추

공장은 양식 어업인들이 배합

3만톤이 생산되어 지역 실정에

불린다.

희망 서귀포 통합본 은 지난 2

진하는 것이다.

사료 제조과정을 쉽게 현장 확

맞는 고품질 배합사료를 안정

예심과 본심으로 진행된 이

007년 10월 창간호부터 올해 2

이를 위해 사업비 50억원(보

인 등을 할 수 있어 배합사료

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

번 IBA 심사에는 50여 개국에

월까지 6년여에 걸쳐 펴낸 시

조 33억원, 융자 7억원, 자부담

품질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대하고 있다.

서 앱, 라이브이벤트, 출판, 영

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의 수

10억원)을 투자해 표선면에 설

해소되어 배합사료 양식 선호

상필름, 웹사이트 등 총 3,300

록 내용을 재구성, 서귀포시의

립할 계획이다.

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자연과 문화, 마을, 관광자원

이중 출판 부문에서 전세계적

등을 망라해 발간했다.

그 동안 도내 양식업체에서

문의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60-3251.

있다.

으로 금상 15건, 은상 10건, 동
상 32건이 선정되었는데, 서귀

문의 : 서귀포시 공보실 7602021.

성읍민속마을 공방가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떡, 쉰다리 등 제주전통음식

88호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6가지를 활용, 전통장인이 직

행사는 성읍민속마을의 장

에서 공방가옥을 활용한 제주

접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

인으로 선정된 전통음식 장인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로그램을 운영한다.

6인이 직접 전통음식을 시연하

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가 일에는 서귀포 칠십리 축제와

이번 행사는 성읍민속마을

고 관광객들이 직접 만들어 보

주관하는 2013 서귀포시 청소

함께 청소년페스티벌 행사로

지난 2일부터 11월 30일까

의 초가를 활용한 독특한 체

고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년문화존 9월중 행사가 Fes

천지연 광장 야외 공연장에서

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

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

공하며, 체험을 하고자하는 사

tival Zone 이란 주제로 오는

열리며, 다양한 체험과 공연마

지 오전10시부터 관광객 및 도

민속마을의 분위기를 조성하

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체험가

7일과 28일 각각 개최된다.

당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

민을 대상으로 성읍민속마을

고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주

능하다.

남문입구 공방가옥에서 골감

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주, 상외떡, 돌래떡, 빙떡, 오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

문의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064)760-2511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

년 밴드팀과 댄스팀 공연이 28

7일에는 서귀포 매일올레시

길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장 아케이드상가 공연장에서

문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오후3시부터 3시간 동안 청소

760-2461.

YK

한다.

됐다.

2013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존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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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 15곳 추가 선정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도서지역 발전에 큰 도움
올해 추자도 등 3개 도서지역에 20억원 투입

린이집 △엔젤어린이집 △올리브나무
어린이집 △해달별어린이집 △명주어
린이집 △밝은세상어린이집 △고슴도
치어린이집 △드림어린이집 △옹기장
이어린이집이고, 서귀포지역은 △엄
마사랑어린이집 △선광어린이집 2곳
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15곳을 추가 선정했다.

대해서는 3년간 정원에 따라 월 일정액
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인

이번에 추가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

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급

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22

하며,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곳의 어린이집 중 현장점검과 서류 확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수납하는 등 제

인 등의 절차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반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최
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공공형 어린
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과정과 준

제주시는 안전행정부가 지원하는 20

특히 올해부터 처음 투자되고 있는

13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원활

추자도의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 사

히 진행되고 있어 도서지역 발전에 크

업 의 경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2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억원(국비20억, 지방비5억)의 예산

수요건 등에 대한 사전교육과 행정지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란 접경지

을 확보하여 1차년도 6억2천5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보육을 영

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평가인증 취

역 또는 도서지역 여건 등으로 지역발

사업비로 추자교 경관조명공사 및 영흥

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

소,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거나 원장 자

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

리 지역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중에

라 기능을 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선정취

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있다.

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의

또한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지

경우 추자도, 우도, 비양도 등 도서지역

역리더 역량강화를 위해 추자지역주민

의 기반시설 확충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과 사업관계자가 참여한 마을 가꾸기

소득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전문가 초청교육실시와 선진지 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지자체로부터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제주시지
역은 13곳으로 △노랑병아리어린이집
△천사랑어린이집 △둘리아가어린이
집 △아이사랑어린이집 △앙팡24시어

한편, 제주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8
월 현재 76곳에 이른다.
문의 : 여성가족정책과 710-2881.

제주시는 올해 추자도와 우도지역에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 사업 으로 각

골목상권 우대카드 명칭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을

로6,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살리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

기추진단)으로

접수하거나,

E-

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골목상

mail(lefty@korea.kr)로 접수하

권 우대카드 를 도입하기고 하고,

면 되고, 우편접수시에는 공모마감

카드의 정식 명칭을 공모하기로

일인 9월 10일(화) 18:00까지 접수

했다.

되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

접수 후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0일까지로,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

심사를 거쳐 최우수 명칭을 제안한

하며 카드명칭은 골목상권 활성화

1명에게는 제주사랑상품권 50만원,

와 지역경제 살리기 이미지에 맞고

우수 2명과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제

부르기 쉬운 아이디어 명칭을 담아

주사랑상품권 20만원과 10만원을

제안하면 된다.

수여할 계획이다.

접수는 공모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

치마킹을 통해 마을기업 운영관리 방안
을 모색한바 있다.

6억2500만원, 도서개발사업으로 비양

제주시는 앞으로도 특수상황지역개

도 펄랑못 정비 3억원, 추자 관광공원

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도서주

조성사업 4억1000만원, 주민역량강화

민 소득창출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사업 2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20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여원을 들여 10월중 준공 목표로 진행

계획이다.

중에 있다.

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 728-3381.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추진
을 받아 집수리가 이뤄진 가구는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지원이 제한되며
가구당 집수리 상한금액은 210만원 범
위 내에 지원된다.
집수리는 건축구조물보수, 미장, 타

문의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71

일, 방수, 도색, 도배, 문 창문 및 난방,

0-3076.

급 배수, 전기, 위생(변기, 욕조 등),
장애인 노인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가을

12시 30분 △돈내코코스(안내소) 오

을 맞아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 10시 30분 △어승생악코스(매표

각 코스별 입 하산 통제시간을 단축 운

소) 오후 5시로 조정했다.

제주시는 수급자가구의 안전하고 쾌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

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저소득층 집수리

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시 본청에서 집수리 사업단과 심사

대상가구는 자가가구 등 에 해당하

를 거친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는 수급자 가구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진기욱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

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눌

조정된 입산 시간은 △어리목코스

소장은 한라산국립공원 고지대는 불

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음 및 이어도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자

(매표소) 영실코스(통제소)는 오후 2

규칙한 날씨 변동에 따른 기온차로 안

가구로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가구

활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

시 △윗세오름통제소 오후 1시 30분 △

전사고 발생우려가 많기 때문에 음용

이다.

고 있다

성판악코스(진달래밭) 오후 12시 30

수, 여벌옷, 모자 등을 준비하고 안전산

분 △관음사코스(삼각봉 대피소) 오후

행을 할 것 을 당부했다.

영하고 있다.

가구당 수선주기는 3년에 1회이며 3
년 이내에 타 부처 집수리사업의 지원

문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28-2
521.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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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상의 불편을 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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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산, 한라산 기슭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올해는 수십년 만에 찾아온 살인적인

(白衣民族)을 상징한다.

이는 꽃말 그대로 일편단심영원을 뜻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폭염이과 지속적인 가뭄으로 산과 들녘

무궁화 꽃말은 일편단심(一片丹心)

하는 것으로 마치 여성들이 몸을 더럽히

나무 아래에 보면 시들어진 꽃잎이 지

엔 작물과 생물들이 일부 타들어 가는

으로, 옛날 임금을 모셨던 충직한 신화

지 않기 위해 치마폭으로 자신의 몸을

천으로 깔려 있지만 여전히 탐스럽게 우

곳도 있다.

가 죽어서 생긴 꽃이라는 전설과 남편을

말아서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

리 민족성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피

향한 사랑으로 정조를 지킨다는 그런 의

게 된다.

어나고 있다.

그런데 무궁화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제주시 지역은 물론 서귀포시 변두리나

수세기의 역사 속에 지켜온 백의민족

이웃나라의 국화(國花)인 벚꽃은 한

무궁화가 수세기 동안 우리 민족과 함

을 상징하는 혼과 얼이 살아 숨쉬고 있다.

꺼번에 피어나 일시에 떨어지는 반면에

께 해온 꽃이지만 나라꽃으로 처음 자리

또한 매일 같이 피고 지기를 100일 이

우리나라의 무궁화(國花)는 화려 하면

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

관공서 학교를 비롯하여 인근 야산에서
한참 절정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라산 입구부터 산 기
슭에는 무궁화가 만발하여 국내외 관광

잡게 된 것은 구한말 때부터라고 알려져

이처럼 무궁화는 수세기 동안 제주 도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두는 인정과 화합

락을 같이하며 같은 토양에서 같은 물과

부터 10월까지) 무한정으로 지속된다

공기를 마시며 함께해온 무궁화는 임진

이처럼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가 올해

하여 무궁화라고 이름을 붙인 듯 싶다.

왜란 7년을 거쳐 일제침략 36년 동안 무

도 지고나면 내년에 또다시 제주지역과

수히 짓밟혀 왔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

한라산 기슭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

고 있는 것이 무궁화다.

더욱 탐스럽게 피어나 자태를 뽐내줄 것

민은 물론 온 국민의 삶과 희망이자 민

필자의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무궁화

족의 꽃으로 함께 해온 것을 볼 수 있다.

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매일같이 피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國

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꽃잎이 말려 들어

花)이자 오랜 역사와 더불어 백의민족

서도 끈기와 인내 은근함으로 오래도록

무궁화는 피고 지는 것이 (7월 중순

객들을 위해 손짓하며 자태를 뽐내고
있다.

상 연속 되고 있다.
수세기동안 우리네 선조들과 희로애

있다.

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인지 해마다 공원이나 학교 뒤

의 꽃이기도 하다.

이다.
<권영수 경남 마산시>

뜰 야산 또는 시골길에 무궁화꽃이 피어

김 정 래(전남 순천시)
푸른 볏논 내려뵈는
김 성 두(용담1동)
클린하우스는
깨끗한 집 아름다운 집이라 하죠

마을 앞 정자나무
부채바람 살랑이는
허리굽은 할머니랑

실은 주인을 위해 일생을 바친
늙숙한
쓰레기들 잠시 쉬고 가는 집이지요

살찐 누렁이 턱을 묻고 도는 곳

그러니 옛정을 생각해서
마즈막 예의는 지켜주세요

포근한 나뭇그늘
옛 고향이 자리하고

깔끔한 분들은 역시 깨끗하게
분리 잘해 가져오시니 모두 반기구요
덜떨어진 이들은 잡탕을 놓고 가버려
동네가 온통 뒤숭숭하고요
칠칠맞은 자들은 질질 흘리는

눈 지긋이 홀 어머니
그리움이 펴시는 곳
끊일 듯
한서린 가락 애절(哀切)하게 들려온다

터진 음식 봉투를 던지고 사라져

한 많은 이 세상

지독한 냄새 때문에 야단이 나지요

야속한 님아-

우리는 그 주인께 바가지 욕을 합니다
깨끗한 집 클린하우스에 살게 해주세요

다이내믹제주 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깔끔이 잡탕이 칠칠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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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20% 시대 진입

로 무상급식 확대, 다자녀 우대시책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의 사회복지 안전망이 더욱 촘촘
해지고 있다.

또 맞벌이 가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야
간돌봄 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하고 있고,

2013년도 복지예산은 6824억원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직장내 어린

전체예산대비 20.3%를 차지하며 민선시

이집 설치,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전

대 이후 최초로 복지지출 20%를 열었다.

국 최초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

전국 최초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은 2010년 16.9%에서 2012년 18.5%, 2

(11종) 전액 지원에 나서고 있다.

013년 20.3%까지 오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예산 평균 증가율을 봐도

노인 장애인 안정적 자립 지원

전체예산이 6.9% 증가한 가운데 복지예
어르신과 장애인이 불편없이 살수 있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

있다.

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노인일자

셋째아 이상 출산율 전국 1위

리 정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으로 맞

제주지역의 출산율은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다.

춤형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 1.46명에서 2012년 1.59명으

만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여가활
동 증진과 노후 소득보장 지원을 강화하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 출산

고 있다.

이는 출산율 2.0 제주플랜의 착실한
이행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서귀포시 장애인보조기구 대여센

지난해 3월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을 창립했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
취업을 확대하고 있다.

터 추가 설치를 비롯해 장애인 체육의

아울러 전문여성인력을 발굴, 여성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제주장애인

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중점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위원회의 여성참여를 36.5%까지
확대했다.

장수노인 수당을 인상해 1인당 연 30

로 작년 합계출산율은 전남에 이어 전국
율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개원했으며,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

이와 함께 장애인 1인당 예산은 187

기본조례 를 제정해 83개 사회복지시

민생의 가장 기본 분야라 할 수 있는

만원으로 전국 평균 124만원 대비 전국

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보건복지부 권장

응급의료를 위한 상시 공공심야약국도

최고 수준이다.

수준의 99%까지 올려 지원하고 사회복

전국 최초로 운영중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실시로 보육부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을 위해 장애인

담이 경감되고, 중학교 이하 전 학생으

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장애인

지시설 종사자 직급와 보수체계를 개선
했다.
아울러 43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를 구성해 348명의 위원이 운영하고 있

2012년 6개소에서 올해는 11개소 확
대해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불편해
소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으며,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 자

또 서귀포의료원 신축 및 첨단의료장

활기업 육성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자

비를 도입해 다음달 신축 이전 개원하

율 인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며, 제주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마무리해

이밖에도 다문화가족 인터넷망을 구
축해 도서 및 농어촌 소외지역 175가구
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11년 7
월 제주한라병원으로 지정해 생명 안전
의 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고, 국립공

여성 사회참여 비율 향상

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심장제세동기 10
00여대를 설치했으며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여성친화도시이다.

에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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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제주 탄소없는 섬

제주 물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

인증센터가 설치됐고, 25종의 전용소스개발, 2
개 우수외식업지구 지정 등 제주형 식품산업의

이오 등 청정 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신성장 산
업의 시대 로 접어들었다.
지난 3년간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산

제주의 물은 전문가와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산암반수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물 산업을 제주의 미래 먹
거리 사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다.

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제주물산업연구센터는 제주도내 지속이용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바꾸는 카본프리

가능량의 5%를 부가가치 높은 물산업 분야에

아일랜드 제주 2030 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이용한다면 제주도 예산의 3배에 달하는 경제

본격 추진했다.

적 가치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풍질을 활용한 제주풍
력발전은 첨단 녹색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국내 생수시장의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다.
현재는 마클러스터, 넙치클러스터, 제주콩식
품산업, 흑돼지, 구좌향당근, 우도땅콩 등 10개
사업을 지역전략 식품산업으로 선정해 식품산
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방 바이오 융합 건강뷰티산업
한방과 바이오를 융합한 건강뷰티산업도 자
리잡고 있다.

한림과 대정을 중심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30

지난해는 환경부로부터 국가우수브랜드 인

우선 광역경제권사업으로 2011년 8월 제주

0㎿급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 되며 오는 2016

증마크를 획득했고 지난 4월부터 프리미엄급

권 코스메틱 활성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4월

년이면 완공돼 전력공급의 20%를 대체할 수 있

한라수가 출시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까지 제주지역 화장품산업 고도화 및 향토기업

을 전망이다.
또 지방단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7월 제
주에너지공사가 출범해 제주바람을 미래의 동력
으로 활용하고 풍력자원의 공공관리와 개발이익
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CJ오
쇼핑과 손잡고 중국 등 해외수출도 본격화하
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프리미엄 제주맥주가 출시
돼 제주만의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40여 개 화장품 기업이 등록돼
활발하게 수출도 하고 있다.
한방 브랜드인 제주본초 는 29건의 약초활
용 제품을 개발했고, 한라산 천연물자원을 기반

이와 함께 지형, 날씨, 인프라 3박자를 갖춘

프리미엄 제주맥주 제스피 는 제주에서만 먹

으로 하는 의약소재 개발사업 유치, 제주산 오

제주도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지

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지역맥주를 컨셉으

갈피를 활용한 알콜성 간기능 개선소재 임상시

정돼 세계의 전기차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로 사업초기를 감안해 우선 1개 판매점에서 운

험 사업유치 확정 등 제주가 건강뷰티산업의 새

올해는 전기차 160대를 민간보급하는 것을

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여건을 감안해 양산

로운 메카로 발돋음하고 있다.

시작으로 2017년에는 30%, 2020년에는 50%,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면서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도내 자동차의 100%를 전기차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식품산업 발전 토대 마련

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앞으로 실증지역을 구좌읍에서 제주시내 공
공건물과 아파트단지 등으로 확대해 제주가 스
마트그리드 글로벌 거점도시로 선정되도록 준
비해 나갈 방침이다.

화장품마을이다.
용암해수를 활용해 식품과 기능성음료, 화장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는 세계 최초 최대의 스마트그리

애월읍 어음2리는 최초의 제주형 자연주의

품 등을 만드는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는
오는 11월부터 제품이 생산될 예정이다.

청정 제주자연에서 생산한 식품산업은 1차산
업과 연계해 발전 잠재력이 무한하다.
식품산업 전담부서 설치에 이어 지난해 12월
제주테크노파크에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제주물산업 연구
센터를 활용해 물산업 유망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
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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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아리랑 라디오

Wonders of Jeju 와 함께하는 생생영어!

A: Wow, all the beaches are still packed and it is already Septem
ber! I need to cool off!
(A: 우와, 해수욕장이 아직 사람들로 꽉 찼네! 벌써 9월인데 말이야. 난 더
위를 좀 식히고 싶은데.)
B: Well, I ll let you in on something- if you want to go swimming
in a cool place, you should go to Donnaeko.

「20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실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 9. 2 ~ 2013. 9. 27일까지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는 2012년 최초로 시행하여 금년에 2회째 실시되는 조사
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 정도 및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B: 음,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주지. 시원한 곳에서 수영하고 싶으면 돈내
코에 가봐.)
A: oh really?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A: 진짜? 그곳에 대해 조금 더 말해 줄 수 있어?)
B: It s a fresh water spring with lots of shade, and the water is
ice cold!
(B: 그늘이 많은 계곡인데, 물은 얼음처럼 차가워!)
<< 오늘의 표현>>
When someone says I ll let you in on something , they are telling
you a secret that will benefit you. If someone lets you in on some
thing special about Jeju, take advantage of it and enjoy the hid
den parts of the island.
I ll let you in on something 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를 알려줄 때 쓸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준
다면, 숨겨진 제주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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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정부 공식승인통계로 조사자료는 통계로만 이용되며 제주도민 모두 건강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귀중한 자
료가 될 것입니다.
조사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표본 3천 가구(15세 이상 가구원)
조사기간
- 2013. 9. 2. ~ 2013. 9. 27
조사사항
-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및 체육,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 총 12개 분야의 도민생활과 의식에 관한 사항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대행업체 : (주)월드리서치

제공: arirang radio 제주 88.7 MHz, 서귀포 88.1 MHz, 대정 101.9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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