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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올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이달 중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
파할 전망이다.

탐방
섬과 섬으로 이뤄진 추자도의 대표
적인 육로인 지방도 제1114호선을 소
개한다.

축제
탐라인의 삶, 제주문화 중흥시대 를
지향하는 제52회 탐라문화제가 2일
부터 6일까지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린다.

하늘은 높고 기후가 좋아 말도 살찐다는 가을.

특집

말의 고장 제주가 말특구 지정 을 추진하고 있다.

소나무 고사현상을 조기에 방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 재선
충병과의 전쟁 을 선포하고, 연말까
지 고사목 완전제거에 나서고 있다.

한라산 기슭에는 한 때 7만 마리가 뛰놀았다하여
고수목마(古藪牧馬)라 불리는 제주가
말과 인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 산업을
신성장 융복합 창의산업으로 육성해
말의 고장 의 명성을 되찾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이내믹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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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의 고장 제주, 말산업특구 꿈꾼다
산업 종합진흥계획 을 보완한 말산업

연내 말산업특구 1곳 지정

특구 중장기 진흥계획(2013~2017) 을
제주특별자치도. 그 가치 창출을 통해 말과 인간,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
는 신성장 융복합 창의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길은 열릴 것인가. 말
산업특구 지정 , 제주도는 그 가능성에 시동을 걸었다.

국내 최초 말산업 특구 지정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수립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대 정
책과제 65개 세부사업에 2140억원을 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말산업 전진

자하는 종합발전계획도 포함시켰다.

기지 역할을 위해 지난달 26일 농림축

제주 말산업의 현안인 한라마 브랜

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말산업특

드화 , 제주마 경주자원 확대 등에 대

구 지정 을 신청했다.

한 대략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1일, 말산업특
구 지정 계획 공고 를 내고 올해 말 1개

특구지정 시 정부지원 대폭 확대

소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한

농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서류 사전

후 중 장기적으로 전국(권역별 1개소)

검토와 심사단 평가의뢰를 마치고 10

에 5개소 내외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월~11월에 특구 지정 심사단에 의한

고 밝힌 바 있다.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가 이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으로는 △말 생

뤄진다.

산 사육 농가가 50가구 이상 △말 500

특구지정심사단은 평가 결과와 말산

마리 이상 생산 사육할 수 있는 시설 △

업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특구 지정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 20억원 이상

을 확정한다.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 조련 교육
시설 등이 제시되었다.

특구로 지정되면 독보적인 국가 말산
업 발전 선도지역으로 우뚝 서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정부의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될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국공유지 매각

않아야 한다.

임대 등에 있어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

이외에 가점이 부여되는 기타 요건은

된다.

말산업특구 관련 조례 마련 운용, 관내

승마 경마 마육 콘텐츠 발굴 등 연관

말 사육 농가 수, 마리 수 등에 대한 정

산업의 동반성장 유도를 통한 신성장 동

확한 통계자료 제시, 말산업 진흥을 위

력산업 육성, 체류형 말 복합테마파크

한 승마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다.

조성, 천연기념물인 제주마 증식 기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한 모든

구축, 말 질병 선진관리 시스템 구축, 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을 마친

문인력 양성, 도농교류 농촌경제 활성

것이다.

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는 기대 또한 크다.

국내 말산업 선도 방안 제시

특히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 특구
라는 위상, 무형의 가치로 인해 투자유

특구 지정신청서 주요내용을 보면, 대
상 지역은 제주 전지역(1849.2㎢)이다.

치를 견인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
이다.

지정 신청사유로는 제주 말산업의 성
장가능성, 역사와 전통, 승마장 등 다양

제주 특구지정 청신호

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말산업을 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말산업 특

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법률적 요건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 지정을 위해 말산업 육성 전담조직

는 물론 가점요인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신설을 비롯 제주말산업육성발전위원

첨부했다.

회 구성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정요건 중 말을 생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말산업 특성

산 사육하는 농가수는 1019가구로 기

화 대학 선정, 제주 말산업 종합진흥계

준(50가구)의 20배 이상이다.

획 확정, 제주산마 활용방안에 관한 연
기

구용역, 말산업특구 지정신청 실무T/F

준(15,000㎡)에 비하여 156배, 매출액

생산 사육시설(2,346,785㎡)도

팀 구성 등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을 경

은 958억원으로 기준의 48배나 된다.

주해 왔다.

승마시설(20개소)과 조련시설(6개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소)은 기준치의 6배나 되고, 교육시설

6대 제주지역 공약 가운데 말 산업 특

은 4개소(서귀산과고, 제주대, 한라대,

화단지 조성 이 포함되어 있어 제주의

제주국제대)이다.

특구지정에 청신호로 전망된다.

또 지난 2011년 말에 확정된 제주 말

<안창흡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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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0년에서 2012년 3년간 47.1
%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관광객 증가세
에는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다.
외국인관광객이 줄을 잇는 것은 여러
척박하고 모진 환경과 역사 속

고 시사했다.

천혜의 자연과 환경을 바탕으로, 인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시대는 제주

문학적 관점 속에서 생태, 휴양, 문화,

관광의 글로벌 외연의 확대와 더불어 제

마이스(MICE), 레저스포츠 등이 생산

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적으로 항

적으로 하모니를 이뤄내고, 관광을 중심

해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요인에 기인한다.

3
03

에서도 제주인의 자존으로 제주

유네스코 3관왕 과 세계7대자연경관

세계관광시장에서 국가간, 그리고 지

관광은 70여년 역사의 파노라마

이라는 제주의 글로벌 브랜드가 세계인

역간 총성없는 전쟁 이 더욱 가열차게

를 그렸다. 모든 것이 열악했지

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으로 1차, 2차, 3차 산업간의 창의적 융
복합이라는 산업 생태계의 진화는 거침
없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외국인관광객에게 제주만의 감동을

만, 제주인은 천혜의 자연과 환

CNN이 제주를 아시아 신흥 최고 주

관광산업은 국가, 그리고 지역의 핵

전하기 위한 글로벌 관광수용태세 개선

경, 생태, 문화, 인문학적 가치를

말휴양지로, 중국 환구시보가 해외 3대

심전략산업으로서, 비교우위 경쟁력 확

은 관광업계는 물론 제주도민 모두가 함

바탕으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관

섬 관광지로 선정한 점은 제주의 아름

보를 위한 무한경쟁은 과거, 현재, 그리

께 즐기며 실천하는 제주 문화로 자리

광을 잉태하며, 글로벌 관광도시

다움이 그만큼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

고 영원한 미래 진행형이다.

잡아야 한다.

제주의 씨를 뿌렸다. 그러한 제

이다.

때문에, 제주관광의 외연확대 속에서

제주 자체가 관광제주 문화발전소

세계관광시장에서 당당히 경쟁을 하고,

가 돼,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대, 친절,

제주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그 품격을 더

질서, 배려와 양보 등의 에너지가 힘차

국제 직항 접근성이 2009년 15개에

하기 위해 고품격, 고부가가치화 를 위

게 생산돼야 한다.

서 2013년 53개노선으로 획기적으로 확

한 제주사회 공동의 노력도 더욱 중요시

대되었고, 크루즈 입항도 2009년 36회

된다.

주인의 노력으로, 제주는 올해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제주를 향하는 교통 접근성도 많이 개
선됐다.

안는다.
제주는 지구촌, 세계인이 사랑하
고 감동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관
광도시로 활짝 꽃을 피웠다.

지역 밀착형 상품 개발 시급

제주만의 매력은 바로 도내 곳곳, 지
역에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서비스산업의 꽃이라 불리
는 마이스(MICE) 산업도 제주관광의

국인관광객을 위한 지역 밀착형 관광상
품 개발도 활발한 꿈을 꿔야 한다.

3만여명에서 2013년 170회 35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도내 곳곳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

관광은 축제 그 자체여야 한다.

<이영수 편집위원>

외연을 크게 확대했다.

이달 중순께 200만 돌파할 듯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제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올 들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점은

지난달 23일까지 지난해보다 47.9% 증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가한 182만722명(잠정)으로 집계됐다.

미친다.

9월 외국인관광객 1일 평균 방문수치

지난 8월 발간된 한국은행 지역경제

인 8,000명 정도가 매일 제주를 찾을 경

보고서 는 관광객 증가로 제주지역 서

우, 오는 15일을 전후해 200만명을 넘

비스업 호조, 재래시장 매출 신장, 고용

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증가 등 도민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고 있다.

을 미치고 있다 고 밝히고 외국인관광
객

200만명

유치시

지역내총생산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GRDP) 3.3% 증가하는 한편, 생산유

간 외국인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은 25.3

발효과가 3조 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은 3

효과는 1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다 라

YK

외국인관광객 증가세는 상승세를 타

CM

CM

YK

4
04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도정

세계환경수도 완성 기본 골격 구축
지난달 30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영아종일제 연령 확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영아종

2020 제주세계환경수도 완성을 위한

일제 연령이 10월1일부터 12개

기본 골격이 구축된다.

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202

됐다.

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소득

립 용역 착수보고를 가졌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

에 따라 15개월 이하는 월 50~80

역은 2020년 제주가 IUCN의 평가 인

만원, 16~24개월 이하는 월 40~

증시스템에 따라 환경정책의 성과를 평

70만원이 지원된다.
문의 : 여성가족정책과 710-28

가받고,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세계환경

87.

수도 인증을 받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지난 8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준공

월부터 내년 8월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생태도시 꾸리찌

프로젝트 실무팀을 구성 개발 중인 세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중심으로 사업

바 , 에코시티 기타큐슈 등 유사한 도

계환경허브 평가 인증 시스템 의 평가

주체(기업, 행정기관, 학교 연구기관,

시의 개념을 분석하고, 국제자유도시와

지표와 연계하고, 유럽의 녹색도시 선

NGO, 지역주민), 국제기구, 국내외 전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정 항목 등 국외의 우수한 지표를 고려

문가 등 다양한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

준공돼 지난달 26일 준공식을 가

환경수도 개념을 재정립 한다.

해 세계환경수도 비전과 지표를 설정

해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평

졌다.

한다.

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내외 환경정책의 변화 현황과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가

FTA대응과 제주 약초의 안정

미래 전망을 예측하고, 지역주민과 전

아울러 지표 달성을 위한 10대 프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환경수도 조

적인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을

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해 세계환경수도

젝트 등 핵심과제를 발굴, 전략별(사

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2020년

위해 조성된 센터는 내년까지 총

조성을 위한 제주의 여건을 분석한다.

회 경제 환경), 단계별(중 장기) 사업

까지 세계환경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30억원 투입돼 제주의 10대 약용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재정 및 투자

기본 골격을 갖출 계획이다.

작물 종자자급 교두보 역할을 할

이와 함께 2012 WCC 제주형 5대의
제 중 하나로 현재 환경부, IUCN 등과

계획도 마련한다.

문의 : 환경수도정책관 710-6011.

전망이다.
문의 : 농산물원종장 760-7431.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순항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 완료 공사 본격화

물고기아파트 11월 완공
물고기아파트라 불리는 인
공어초시설사업이 다음달 완공

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에 향

된다.

토지보상은 지난 9월13일 현재 전체

후 보상에 필요한 85억원을 확보해 내

어류용과 패조류용으로 나눠

편입토지 83필지 1만3381㎡ 중 52필

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광

13개 해역, 780ha에 75억원을

지 8749㎡(면적기준 65.4%)가 완료

장 및 공원조성 공사를 발주해 2015년

투자한 인공어초시설사업이 내

됐다.

7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달말 바다에 수중 투하돼 어업인

금액 기준으로는 210억원 중 125억
원이 지급됐다.

한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원도
심을 살리기 위해 산지천 일대 4만5845

이처럼 토지보상 협의율이 높은 이유

㎡에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842억

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탐

원(공공사업비 490억원, 민자 352억

크루즈 관광객 등 인구 유동성을 높

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취지와 그동안

원)을 들여 생태하천, 테마정원, 세계

이기 위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도민들의

음식테마거리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위해 추진 중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열망이 함께 이뤄낸 결과로 보고 있다.

문의 : 도시디자인단 710-2661.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문의 : 수산정책과 710-3231.

가뭄피해 복구, 31억원 지원
지난 6월부터 59일간 지속된
여름 가뭄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에서 1년 동안 바다송어를 시험 사육한

뭄피해 복구비 31억원을 지원하

결과 연간 4~5kg까지 성장하는데 성공

기로 했다.

했다.
양식하는 길이 열렸다.

송어 를 바다에서 키운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약 18조원의

이는 외국이나 타지역 3kg내외와 비
교하면 월등히 좋은 결과다.

한 대파비로 종자대와 비료대가
지원되는데, 지원기준은 ha당 2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연어 송어 소비

또한 경제성을 잠정적으로 분석한 결

20만원으로 국비 35%, 도비15

제주지역에 발달한 천연자원인 제주의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국제경쟁력

과 수면적 8250㎡을 기준으로 볼 때 연

%, 융자30%, 자부담 20%로 지

지하해수를 이용한 냉수성 어종인 바다

이 있는 바다송어 양식을 활성화해 나

간 매출액은 37여억 원으로 광어양식 2

원한다.

송어 를 연중 양식하는데 성공했다.

가기로 했다.

1여억 원에 비해 76% 높게 나타났다.

바다송어는 민물에서 자라는 무지개

제주에서는 지난해 육상양식장 9곳

문의 : 친환경농정과 710-3052.

문의 : 수산정책과 710-3241.

YK

제주에서 냉수성 어류인 바다송어를

피해복구비 지원은 품목에 대

CM

CM

YK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의정

전국 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제주 개최
지방세수 보전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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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입법고문 명예도민증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는 지난달 23일 도의

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비방 규

회 의장실에서 명예도민(최민

탄 성명서 채택의 건 △시 도의

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하승

회 의원 여비 조정 건의의 건 △

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에

지방의회 의원 여비 조정 건의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전달했

의 건 △2013 대구 세계에너지

다.<사진>

총회 성공 개최 지원 결의문 채

명예도민증은 제주특별자치

택의 건 △독립유공자 묘지관

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정연수원 최민수 교수(현 입법

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조례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문)와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

의 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였거나

영위원장(전

시 도의회의장협의회

방세수 보전대책을 촉구하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속적인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명예도민증을 전달함으로써 향

정례회가 지난달 24일 제주그

대정부 건의문이 채택되었다.

투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

후 자치입법 사안이나 의정의

랜드호텔에서 열렸다.<사진>

이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노후 상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수여

법적 현안문제 및 제주사회에

와 충청북도의회가 함께 제출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이 원

하고 있다.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과

했다.

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정례회에는 16개 시 도
의회 의장과 수행원 등 80여명
이 참석했으며, 회장과 임원 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한편 제13대 시도의회의장

△원전 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

협의회 후반기 임원을 선출한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정부

구 결의문 채택의 건 △광역도

결과,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

의 취득세율 인하정책과 관련,

로사업 국비 지원 규모 제한 폐

과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이

인하되는 취득세분 만큼의 지

지 건의문 채택의 건 △5 18 민

공동 회장으로 선출됐다.

출이 이뤄졌다.

민국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고문)에게

정에서 입법적 고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문화관광포럼 이선화 대표 선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

팅전략 수립, 변시지 미술관,

화관광포럼은 지난달 9일 제주

김만덕 선양사업 등 제주의 주

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교육위

요 문화 관광 현장에서 부드러

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

우면서도 강직한 자신만의 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회에서 이선화 의원(새누리당

소리를 내어왔다.

박희수)에서는 2013년 행정사

/비례대표)을 대표로, 김승하

이선화 의원은 대표 선임 인

무감사 및 제2차 정례회에 능

의원(새누리당/노형동을)을

사말에서 문화융성 시대에 맞

동적으로 대비하고 의정활동

부대표로 선출하였다.

추어 제주문화관광포럼이 합리

제2차 정례회 대비 전문가 초청 연찬

이선화 의원은 여성특별위

전문성 향상 및 의정활동 지원

적인 대안, 앞선 정책을 통해

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원회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제주의 문화 관광정책에 선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달

더 갤러리 카사델아구아 철거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

23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행

반대, 제주해녀유네스코 등재

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기

들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주특

법 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

심사에 대한 이해와 의정활동

별자치도의회 입법고문으로 적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

극적인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다.<사진>
이번 전문가 초청 연찬은 20
13년 행정사무감사 및 11월 제

이날 연찬에서는 국회사무

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도의원

처 기획조정실장 및 국회문방

안 심사기법 에 대한 강연이 이

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직원

위원회 운영위원회

뤄졌다.

수석전문

제주산 수산물 안전해요!

운동,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

정책자문위원 분야별 연구발표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공전략(싱가폴과 비교하여) ,

원회별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

제주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에

는 정책자문위원들이 5가지 분

관한 연구 , 공무원의 직무발

야로 팀을 구성, 공동 연구과제

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수행에 따른 연구발표회를 개

방안 ,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

최했다.

정책과 제주의 대응방안 에 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는 제주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

문위원들은 지난달 17일 의사

달 12일 새벽 6시 한림수협 공

원에서 방사능 수치에 대한 안

당 소회의실에서 5개 분야별

정책자문위원들은 이번 연

판장을 찾아 수산 어업인들의

전성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 연구과제에 대해 결과를

구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의정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제

실시하고 있다 며,

발표했다.

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도

주산 수산물의 판로에 대한 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근의 실태 등을 살폈다.<사진>

된다 고 강조했다.

안전성에

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지

동조합을 통한 도민주도의 사

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
기로 했다.

대비 20~30% 정도 하락했고 추

의원들은 어업인들의 어려움

회적 경제 활성화와 실천방안

의 여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석 선물세트 주문량도 약 40%

을 타개하기 위해 도민과 관광

연구 , 제주 국제자유도시 성

감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최근

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객 등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에

이에 대해 한림수협 관계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뤄졌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는 협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

제주산 수산물 시세가 지난해

해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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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조막만한 섬이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길이 놓이게 마련이다. 제주지
방도 1114호도 바로 섬과 섬으로 이뤄진 추자도의 대표적인 육로이다. 이미
태고 적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뚜렷한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 등 장
구한 인류역사를 자랑하는 추자도는 상 추자의 대서리와 영흥리, 하 추자의
묵리와 신양1리 신양2리와 예초리 6개 마을로 이뤄진 행정구역 상 제주특
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이다.

상 하추자를 연결하는 지방도

島) 지와 제주도지 등 여러 관련문헌에서

중간에 쉬던 관의 공식 쉼터 자리가 있다고

축한다면서 굴을 파게하고 감시대를 건설하

찾아볼 수 있다.

적고 있다.

는 데에 주민을 동원하였다.

각자 섬들이 품고 있는 경관이 무척 아름

제주본섬을 오가는 이들이 추자도의 당포

다워 우두일출(牛頭日出), 직구낙조(直龜落

(堂浦), 지금의 대서리 포구에는 병선 300여

照), 신대어유(神臺魚遊), 수덕낙안(水德落

척을 정박할 정도로 넓다는 기록은 1601년에

雁), 석두청산(石頭靑山), 장작평사(長作平

암행어사로 제주도를 순시한 김상헌의 기록

沙), 추포어화(秋浦漁火), 횡간추범(橫干追
帆), 고도창파(孤島蒼波), 망도수향(望島守
鄕) 등 추자십경 을 낳았다.

남사록 에도 있다.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그 긴 역사 속에
서는 수많은 이들이 유배를 당한 유배의 섬
으로도 악명을 떨쳤다.

본섬과 한반도 잇는 뱃길의 거점

서 로 유명한 황사영과 정난주 사이에 태어

제주지방도 1114호는 총 길이 5.9㎞로 추자
도 남쪽의 면소재지인 대서리 4번지에서 서쪽
예초리 200번지를 일직선으로 잇고 있다.

그 중에는 1801년 천주교 신유박해 때 백

바다 가운데 돌산으로 나앉은 자연환경은

난 아들 황경한도 잠들어 있다.

황금 참조기 어장 품고 있어
풍요롭고 아름다운 추자섬에는 그 못지않
은 아픈 사람살이 역사가 줄줄이 엮어졌어도
주민은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섰다.
이제는 한국 제일의 낚시터에다 바다를 한
껏 껴안고 산과 들판과 마을을 질주하는 트
레킹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올레 길로 그
명성이 세계에 펴져나가고 있다.
이에 주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황금 참조기

육상보다 해상교통이 일찍이 발달하는 계기

이토록 해상교통에만 의지하던 시대의 추

어장을 품고 있어 예전 멸치파시를 능가하는

이 도로가 폭이 1m도 되지 않아 매우 협소

가 되었음을 미뤄 짐작하게 할뿐 아니라 여

자도는 제주도와 한반도를 잇는 거점 역할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어 참굴비 마을 이

하기 짝 없음에도 1965년 12월 27일 지방도

러 고문헌에도 포구 이용 사례가 적잖이 기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는 수산자원을 수탈

빛을 발하고 있다.

제191호로 지정되었는데, 추자를 이루는 두 개

록되어 전해진다.

할 목적으로 미래의 보도(寶島)제주도 라

부자마을 추자섬을 형성하는 데 제주지방

의 섬 사이 물길이 거센 울돌목은 도선(渡船)

추자도는 제주본섬과 한반도를 잇는 뱃길

는 타이틀로 서귀포, 성산포, 한림포와 더불

도 1114호 추자로의 공이 그만큼 컸음이 이

으로 건너 억지로 길을 이어주고 있을 만치 좁

의 거점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 운명아래 놓

어 추자도가 수산기지로 급부상하여 자원을

를 증명하지 않는가.

고 가파르고 험하고 끊어져 있는 도로였다.

였기도 하다.

탈취 당했는가 하면 그 말기에는 진지를 구

마침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상추자섬
과 하추자섬 을 잇는 추자교가 건설되었다.
1972년에 두 섬 사이에 일직선으로 관통

<한림화 편집위원>

그래서 섬 이름을 얻기 훨씬 이전부터 배
질 중에 모진 바람을 만나면 대피하는 후풍
도(候風島)로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하는 좁디좁은 소로가 비로소 도로의 면모를

고려 원종 때에 삼별초 잔군이 진도를 거

갖추게 되어 추자로 라고 이름 짓고 지방도

쳐 탐라에 들어가니 이들을 뒤쫓던 고려 장

로 관리되는 역사를 지녔다.

수 김방경의 여몽연합군이 바람을 피하였고,

이에 덧붙여 최근에는 2015년에 완공할

목호의 난을 진압하러 탐라로 향하던 고려의

목표로 우회도로 폭을 12m로 확장하기 위한

최영 장군이 바람 잘 날을 기다리면서 추자

설계속도 40km/h, 2차로로 포장 하는 청

주민에게 한반도 최초로 그물 깁는 법을 전
수하여 이제도 그를 기리는 최영장군사당

사진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잘 모셔지고 있다.

42개 군도가 모여 추자도
포구이용사례, 고문헌에 기록
본디 추자도(楸子島)는 수많은 섬으로 구
성된데다가 지리구도 상 평지가 아닌 험한
바위투성이 산악으로 이뤄진 특성이 있다.

또 바다길이 열린 이래로 해적이 거점을 구
축하기를 극성스럽게 하니 주민이 위협을 느

그것도 모자라 하나의 섬이 아니라 유인도

껴 1350년 고려 충정왕 시대에는 추자 전주민

4개, 무인도는 무려 38개나 동남쪽을 향하여

이 지금의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도근천 주변

점점이 흩어졌으되 또한 모여 있기가 마치

으로 모두 이주했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가래나무 씨앗을 바다 가운데 흩뿌려 놓은
그런 연유를 따라 이름을 추자도(楸子島)
라고 했을 거라는 추론을

또 조선조의 신증동국여지승람 과 같은
역사서에는 추자도가 삼국시대로부터 제주

추자도(楸子

와 한반도의 바닷길 중간 거점으로 삼았던
듯, 수참(水站) 즉 세곡을 서울로 운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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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올해 김만덕상 강혜전 송경애씨 선정

송경애 대표

제34회 김만덕상 수상자로 강혜전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10. 3
19:30

갈라콘서트 - 창작오페라
拏 (라:애랑&배비장

010-4094-9499
무료

10. 4(금)
~5(토)

제24회 탐라합창제

010-2696-8915
무료

10.10(목)
19:30

제25회 한림공고
동문의 날 전야음악제

010-5117-2563
무료

10.11(금)
19:00

제주중앙고 개교 60주년 기념
중앙음악제

010-8661-6833
무료

10.12(토)
19:30

제8회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정기연주회

010-5030-4574
무료

10.13(일)
19:30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010-4620-9899
무료

10.14(월)
19:00

유명주의 춤

010-4769-6045
일반2만원/학생1만원

10.15(화)
19:30

제5회 제주카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010-7605-0053
무료

10.17(목)
19:30

2013 Jazz in Jeju

064-748-7400
무료(초대권입장)

는 등 지금까지 약 2억9600만원을 기

10.18(금)
19:00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콘서트

064-747-3811
010-2689-0642
무료

부했다.

10.19(토)
18:00

남도민속보존회
제13회 정기공연

011-699-27162
만원

액기부자 클럽 가입을 통한 나눔문화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및 양로시설에

를 선도했다.

중식 및 간식비 등을 지원했으며 도내

이와 함께 2000년부터 가족 생일,

복지시설, 병원 및 교도소 등 소외된

결혼 20주년 등 특별한 기념일에 기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해왔다.

부하고 기념일 숫자만큼 기부금을 내

해 본격적으로 도내 복지시설 후원과
병원 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또 2011년 2월 어린이재단과 협약

10.20(일)
18:00

제주칸투스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010-6620-3779
무료

방문 기도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심장

을 통해 자신의 블로그 방문자수가 1

도립무용단 제44회 정기공연

064-710-7642, 7674
무료

병 어린이 돕기 1000만원 기부 등 각

만명 증가할 때마다 장애인시설에 휠

10.25(금)
~26(토)
19:30

소프라노 강현주 독창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제34

종 기부 활동 등과 지역사회를 위한

체어를 기증하기로 협약하여 17대를

10.29(화)
19:30

010-7349-0318
무료(초대권 입장)

나눔과 봉사에 열정을 보탠 공로를 인

기증했다.

클라리넷 거장 줄리안밀키스
제주초청 공연

010-4094-9499

회 김만덕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10.30(수)
19:30

추천 후보자들의 공적을 심사한 결

정받았다.

10.31(목)
19:30

제주대학교 오케스트라
제30회 정기연주회

010-4692-0583
무료

보덕사

주지스님(봉사)과

송경애

SM C&C대표(경제인)가 선정됐다.

이번 김만덕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과, 봉사부문에 제주시 도남동 강혜

경제인 부문 수상자 송경애 SM C

상패와 5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전씨(65)와 경제인 부문에 서울 중구

&C 대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시상은 2일 오전 10시 사라봉 모충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제52회 탐라문화제 기념
전국시조 가사 가곡경창대회

064-753-3287
무료

음악의 본 고장 유럽으로 떠나는
실내악 여행 Ⅰ

010-3494-37725
천원

10.14(월)
14:00

제3회 국제각자 공모전
입상자 시상식

010-3315-1520
없음

10.19(토)
15:00

제68주년 경찰의 날 기념
제2회 제주폴밴드 정기음악회

010-3923-0352
무료

10.20(일)
14:00

제1회 주니어 마술대회

010-3918-0006
무료

포복절도 감동의 모노드라마
- 연극 아빠

010-5672-0543
일반 2만원

송경애씨(51)를 수상 대상자로 선정

소사이어티 여성 최고 CEO 회원으로

사에서 거행되는 제34회 만덕제 및

10. 3(목)
~ 4(금)

했다.

서 배우자에게 기부를 독려하여 1억

김만덕상 시상식 에서 이뤄진다.

10.13(일)
17:00

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강혜전

원 기부 동참을 유도하는 등 국내 고

문의 :여성가족정책과 710-2871.

10.25(금)
19:30

제22회 덕수리전통민속축제 개최
제주대표로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제주시 오라동민속보존회

팟

리는소리 가 제주를 대표(단장 김상오

마당을 장식하며 척박한 제주도의 자
연환경을 활용하여 조 농사를 해온 특

보존회 대표 문명숙)해 제54회 한국민

유의 농사 관행 속에 생성된 노래와 함

속예술축제 전국무대에서 그 기량을

께 제주도민의 삶의 지혜가 담긴 조농

유감없이 발휘한다.

사의 전과정을 민속예술로 풀어낸다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제20회 전

오라동민속보존회는 상위 입상을 목

국청소년민속예술제와 함께 오는 3일

표로 지난여름 폭염과 가뭄의 어려운

부터 6일까지 4일간 충청북도 단양생

여건을 극복하며 80여 명이 연습에 구

태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

슬땀을 흘려왔다.

팟

리는소리 는 5일 오

10.27(일)
15:00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꿈틀꿈틀 인형극장

064-745-1141
무료

10.29(화)
18:00

마스터클래스-클라리넷 거장 줄리안
밀키스 제주초청 공연

010-4094-9499
무료

일시

공연명

전 11시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첫

제주시장, 감독 문경삼 오라동장, 민속

제주의

5~6일, 불미공예 방앗돌굴리는노래 시연

10.26(토)
15:00, 19:00

9.28(토)
~ 10. 3(목)

2013 제주여성미술제(미 술)

10.4(금)
~ 8(화)

한 중 국제미술교류전(회 화)

10.9(수)
~ 13(일)

제12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입상작품전(서 예)

10.14(월)
~ 19(토)

국제각자예술대전입상작품전
제주2013(서 각)

10.20(일)
~ 25(금)
10.26(토)
~ 31(목)

문의 : 제주시 문화예술과 728-2711.

제3회 유창훈개인전(한국화)
제주-경기 서예교류전(서 예)

주최 및 연락처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회
010-3697-5775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10-9828-1445
(사)한글서예사랑모임
010-9838 -6724
한국서각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10-469 -4606
한국화가 유창훈
010-5688-6211
삼다연서학회
01-269-8250

일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9.28(토)
~ 10. 3(목)

2013 제주여성미술제(미 술)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10-3697-5775

10. 4(금)
~ 8(화)

한 중 국제미술교류전(회 화)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10-9828-1445

재현 등 볼거리가 풍성한 제22회 덕수

10. 9(수)
~ 13(일)

제12회 한글사랑서예대전입상작품전
(서 예)

(사)한글서예사랑모임
010-9838-6724

리전통민속축제가 오는 5일부터 이틀

10.14(월)
~ 19(토)

국제각자예술대전입상작품전
제주2013(서 각)

한국서각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10-4691-4606

간 안덕면 덕수리민속공연장에서 개최

10.20(일)
~ 25(금)

오창윤 개인전
돌이품은 바람의 소리 (도자)

오창윤
010-4699-1082

된다.

10.26(토)
~ 31(목)

제3회 강은정 개인전(한국화)

한국화가 강은정
010-8664-8210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10. 8(화)
19:30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세 번째 참! 좋은 음악회

02-2675-7900
무료

10.13(일)
15:00

이루마 콘서트

1544-3901
R석 8만8천원 / S석 6만6천원

10.16(수)
19:00

제2회 제주시청 합창단
정기연주회

728-2042
무료

10.17(목)
11:00

도립제주합창단 사랑방 음악회

728-3292~3
무료

10.19(토)
18:30

제4회 대한민국 녹색예술제
2013 제주녹색 시민예술제

051-465-3709
무료

10.22(화)
19:30

교향악단 제107회 정기연주회

10.26(토)
19:00

기획공연 김창완 밴드 콘서트

제주의 전통 철기제작법인 불미공예

덕수리전통민속축제는 덕수리 풍물
패의 신명나는 길트기 풍물공연을 시
작으로, 북 울림 공연, 명창공연, 사물
놀이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흥을 돋게
된다.
둘째날엔 무형문화제 9호로 지정된
방앗돌 굴리는 노래를 시작으로 집줄놓
는 노래, 불미공예 등 다양한 제주 전통
민속문화 재현행사가 진행된다.
문의 : 서귀포시 안덕면 760-4316.

728-3292~3
일반5천원/청소년3천원
/단체4천원
753-2209, 710-39075
천원

YK

강혜전 주지스님

일 시

보덕사 주지스님은 1975년부터 매월

또한 2001년에 마야봉사단을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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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보존 전승 , 예술문화의 감동창

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길을 트는 문화

지향하는 제52회 탐라문화제가 2일부

조 , 참여문화의 체험 교류 3대 중심축

의 길트기 가 출연팀 등 5000여명이 참

터 6일까지 5일간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으로 △기원축제 △제주원형문화축제

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열린다.

△제주무형문화재축제

탐라인의 삶, 제주문화 중흥시대 를

△민속예술축

오후 7시 40분부터는 탑동광장에서

신화와 창조의 섬 제주에서 펼쳐지는

제 △예술문화축제 △참여문화축제 △

식전행사와 개회식, 축하공연이 펼쳐

올해 탐라문화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폐막축제 등 7개 축제 50여개 행사가 진

진다.

내용과 규모를 대폭 개편했다.

행된다.

신화로 열린 섬 에서 태어나 문화의

이는 2012년 5개 축전 20여개 행사,

창시자, 민속예술의 보유자, 자유로운

2011년 6개 축전 40여개 행사보다 크게

창조자, 문화의 교류자, 탐라문화 전승

확대된 것이다.

자로서 살아온 탐라인들의 삶 을 주요
테마로 천년 탐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

계획이다.

탐라 선인들이 영특한 정기로 창조해
낸 섬의 문화를 계승하는 제주원형문화

신화로 탄생한 탐라 기원축제

축제 는 제주문화상징, 제주신화 전설,
제주인들의 삶과 문화 등을 소재로 2일

에 대한 꿈을 탐라문화제를 통해 활짝
꽃피워 제주문화중흥시대 를 열겠다는

섬 문화 계승 제주원형문화축제

기원축제는 도민의 안녕과 문화중흥
을 소망하며 제화를 올리는 축제다.

부터 6일까지 탑동광장 주제전시관에서
전시된다.

또 바람 부는 땅과 거친 바다를 다스

제주역사의 발상지인 삼성혈에서 탐

제주 10대 문화상징 전은 한라산, 해

리며 문화와 복지의 터전을 일구어 온

라개벽신위에게 축제의 시작을 고하는

녀, 제주어, 돌문화, 굿, 오름 등에 대한

탐라선인들의 창조의 지혜와 개척의

유교식 제례를 봉행하는 탐라개벽신위

자료전시와 체험공간이 마련되고, 제주

정신 을 재조명하고 이를 전승, 선양하

제 를 시작으로 축제의 성스러운 상징물

신화 전설 전은 제주 신화 전설에 등장

기로 했다.

인 제화(祭火)를 활용한 채화성화 봉송

하는 삼성신(벽랑국 공주)과 여성 중심

행사 개회식 점화행사가 2일 열린다.

의 설문대할망, 삼신할망, 자청비 등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다짐하는 올

제주어축제와 돌문화체험행사, 제주
굿축제, 집줄놓기 등도 개최된다.

해 탐라문화제는 △전통문화축전 △종

또 그날 나눔과 베풂의 표상인물인 김

합문화축전 △대동문화축전으로 펼쳐

만덕의 높은 뜻을 기리는 행사로 모충사

또 탐라인의 삶과 문화를 소재로 한

진다.

에서 제례봉행과 김만덕 봉사상 시상이

사진전과 탐라의 여신들, 하늘에서 본

탐라인들의 혼이 깃들고 제주인들의

올해 탐라문화제는 축제의 목표와 문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오후 6시 40

제주, 고대왕국탐라, 삼성신화 애니메이

삶을 통해 끈질기게 전승되고 있는 무형

화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전통문

분부터는 일만팔천 신들이 오는 길을 열

션 등의 영상전으로 마련된다.

문화재의 원형과 기 예능 전승실태를

관련 자료로 구성된다.

선인들의 지혜 무형문화재축제

공개하는 자리로, 살아있는 문화유산 교
육의 장이 펼쳐진다.
제주무형문화재축제는 공연축제 와
인간문화재 보유기능 재현 으로 이뤄
진다.
공연축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굿
과 민요종목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예능을 공개하는 자리다.
여기서는 해녀노래, 영감놀이 등 도
지정무형문화재 및 강릉단오제 단오굿
등 초청종목도 볼 수 있다.
인간문화재 보유기능재현은 국가 및
도지정 공예종목과 음식제조 종목 등 무
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이 탕건장, 갓
일, 오메기술, 정동벌립장 등의 기능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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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다.

9
09

족이 참여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 , 제주여성기업인장터 , 제주특

제주예술인들의 장 예술문화축제

산물 전시 판매장 , 2013 제주특별자치
도 옥외광고대상전 등이 열린다.

예술문화축제는 제주지역 문화예술

문화교류행사로는 중국 공연단을 초

인과 도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고 소통하

청한 한 중문화교류축제 , 제주-서울

는 공연 전시 경연형태로 축제분위기

문화교류행사 ,

를 고조시키며 예술가의 향기가 넘치는

행사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장으로 마련된다.

등이 펼쳐진다.

강릉단오제 문화교류

행사는 크게 △공연예술 △문학예술

문화체험행사는 민속문화체험행사,

△전시예술 △탐라합창제 △기타 예술

가족문화행사, 청소년문화행사, 문화장

경연행사로 구성된다.

터, 문화유산답사 등이다.

예술문화축제는 행사 기간 해변공연
장 주변에서 펼쳐지며, 특히 예술경연행

지 펼쳐진다.

내년 축제 기약 폐막축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경축하고 초
대되었던 신들을 돌려보내며 출연진과

제주문화 체험 교류 참여문화축제

상공인대회(3~5일) △대한민국 수석대
△한 중문화교류전(2~6일)

△재일제

주인센터 특별전 및 학술대회(4~5일)

관람객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대동마당

탐라 가락과 춤사위 민속예술축제

주요 연계축제는 △제3회 글로벌제주
전(5~8일) △대한민국 국악제(5~6일)

사로 전도문학백일장과 제주어문학백
일장이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

해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으로 축제의 막을 닫는다.

△탐라합창제(〃) △외국인 천연염색
체험관(2~6일) 등 10개 축제다.
문의 : 제52회 탐라문화제 추진위원회
064)753-3286.

폐막축제는 6일 탑동광장에서 식전행
민속예술축제는 수천 년 세월을 거쳐

참여문화축제는 도민과 관광객, 외국

사로 풍물단과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제주인 혈맥을 타고 전승되고 있는 걸궁

인과 다문화가족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

이 펼쳐지고, 민속예술경연 입상자들에

과 민속놀이, 민요, 풍물 등 민속예술을

으로 참여해 신명을 고조시키고 문화를

대한 종합시상식, 모든 축제를 끝내고

소재로 소리와 춤 한마당 축제가 펼쳐져

교류하고 체험하며 축제공동체를 구현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축하행

문화적 공감이 형성되는 자리다.

하는 장이다.

사로 치러진다.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탑동광장
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민속보존회 회
원들이 경연을 펼치는 풍물가장축제 가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
변공연장에서는 생활예술축제와 청소

축제는 크게 △연계행사 △문화교류
행사 △문화체험행사로 구분된다.
연계행사로는

제주대표축제로 육성키로

향토특산물박람회와

창업일자리박람회가 열리는 2013 글로
벌 제주상공인대회 ,

특히 올해 탐라문화제는 제주대표 브

제주농업전시관

랜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개최시기가

운영 , 제주지역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기존 축제들을 연계

년문화축제도 진행된다.
다음날인 4일 오후 1시부터는 탑동광
장에서 탐라의 가락과 춤사위를 전승 선
양하는 민속예술축제 가 열려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표로 출연하는 걸궁과 민속
예술부문 8개 팀이 경연을 펼친다.
5일 탑동광장에서는 도내 초 중 고
교 민속예술단의 시연을 볼 수 있는 학
생민속예술축제가 펼쳐지고, 이날 농업
문화축제가 열려 농업민요 경창대회,
농업특산물 자랑대회, 민속경기대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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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험, 휴양마을 농촌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

청문주재자 인력풀제도 운영
행정처분 전 주민의견 우선 반영

만1천3백명) 대비 방문객 수가
88%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시는 농어촌 체험,휴양

제주시가 불이익 행정처분

설분야가 463건으로 제일 많

마을이 농외소득 증가는 물론

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

았고 위생관리분야 353건, 농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

한 반영하기 위하여 청문주

정축산분야 198건을 차지하고

여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 한림

재자 인력풀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읍 월령리 마을을 신규 체험,휴

있다.
인력풀운영은

년간 총 219건이 반영되었는

여 체험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위생, 건설, 관광 등 14개 분야

데, 2011년 41건, 2012년 81

개발 등을 위해 2억1600만원

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과

건,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97

을 지원하고, 명도암 참살이마

공무원 26명으로 구성, 청문

건이며, 청문건수의 18%의 의

을에는 추가지원사업으로 체험

시에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활

견을 수렴하여 처분했다.

용하고 있다.

제주시는 마을의 자연환경

수암숲이야기, 저지마을의 딸

시설 정비 및 체험기자재 구입

이나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기체험, 아홉굿마을의 보리수

등에 1억4100만원을 지원하고

활용하여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제비만들기, 청수마을의 석부

있다.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

작체험 등은 방문객들로부터

하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
고 있다.
제주시 관내는 현재 6개 마
을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수암마을의 유

제주시는 앞으로 체험 휴양

청문주재자

분야별로는 도시건설 분야

청문이란, 당사자의 재산권

가 103건으로 22%, 농정분야

또는 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67건으로 34%, 위생관리분야

직접 박탈하는 인 허가, 면허,

37건으로 10% 등이며, 지난해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지정, 등록, 승인의 취소 또는

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98%

지난해 운영실적을 살펴보

이상 마을을 방문하여 운영실

철회 등의 처분을 신중히 하기

증가, 올해까지도 증가하는 추

면 방문객수 9만400명에 농외

태 점검과 애로사항청취 및 해

위해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

세에 있다.

소득 9억2900만원의 수익을

소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견을 직접 듣는 행정절차법상

이와 관련 제주시는 앞으로

올렸다.

이다.

의 절차로써 청문은 약식화된

청문시 주민의 의견에 귀를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열어 사전에 부당한 처분을

올해도 상반기동안 4만여 명
의 방문객이 찾아 전년동기(2

문의 : 제주시 농정과 728-33
11.

신규 음식점 창업 전 경영 컨설팅 시행
제주시는 음식점 창업에 따

말 현재 6528개 업소로서 지난

자가진단 및 상담, 친절교육,

른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

해 607개소가 새로 창업했고,

현장실습 등 3일간 20시간의

부분 사업실패로 이어짐에 따

347개소가 폐업했다.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청문주재자 인력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풀 운영으로 2011년 355건, 2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

012년 368건, 2013년 현재까

이다.

지 493건으로 총 1,216건의 청
문을 실시했으며, 이중 도시건

문의 :제주시 기획예산과 72
8-2241.

시민들의 복지 희망지수 높인다

라 창업하기 전에 전문가의 컨

올해는 471개소가 창업을 하

이 교육은 음식점 창업자와

설팅을 통한 경영안을 제시받

고 201개소가 폐업하는 등 정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선착

아 예비 창업자에게 준비된 창

상운영이 50%선에 그치고 있

순 60명을 선발 시행하게 되며,

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부족

오는 20일까지 제주시위생관

제주시는 복지수요의 신속

현재까지 사례관리가구 173가

하기 위한 음식점 창업경영 컨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사례

리과 또는 외식업협회 제주시

한 발굴, 통합 지원으로 복지사

구에 대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설팅 사업을 올 10월부터 11월

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식점 전

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어려움

포함한 지역사회서비스 1086

까지 시행한다.

문컨설팅 업체인 (주)한국조

을 지원코자 정신질환, 알코올,

건을 제공했다.

제주시의 일반음식점은 8월

리제과직업전문학교에서 창업

문의 : 제주시 위생관리과 72
8-2621.

삼무공원 미카형 증기기관차 정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전개

중증장애, 중증질환 등으로 인

앞으로 제주시는 다양하고

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

및 대상자에게 찾아가 도와드

에게 전문적인 자격을 지닌 통

리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

합사례관리사를 통해 일대일

업 을 전개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읍면동

이다.

제주시는 삼무공원에 있는 국

에 의뢰된 가구에 대하여 욕구

지역 내의 생활현장에서도

가지정 등록문화재 제414호인 미

및 위기도를 조사한 후 지역사

각종 심리, 정서적 지원과 다양

카형 증기기관차 304호에 대한

회 내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

보존 처리 및 도색 정비사업을 올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토대로

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

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

여 시민들의 복지 희망지수를

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11년부터 국비 1억 지
방비 1억 등 총 2억원을 들여 정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지역 내에서 위와 같은 도움

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이 필요한 분들을 발견하게 되

금속 재질인 기차 외부가 야

따라 비가림 시설과 기관차 측

0여권을 비치해 북(book)카페

적으로 연계, 제공할 뿐 아니

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읍면사

외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음은

면 한쪽 방향으로 관람로를 추

로 만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4

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무소 및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물론 조류 배설물과 주변 수목

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

사후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

신청하면 된다.

진액 등으로 인한 노후화돼 부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초부

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터 객차 내부에 어린이 도서 160

문의 : 제주시 문화예술과 7282451.

스다.
2013년도에는 1월부터 9월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72
8-2981.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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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하고 깨끗한 서귀포시 만들기
서귀포시, 시민안전종합대책 실무회의 개최

11

빗물 활용 농업용수 공급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가뭄 재해시 농
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우천
시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는 빗
물(하천수)을 농업용수로 공
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천 상류 지역에 대규모의
저수지를 조성, 하천내에 흐

를 실시해 나가게 된다.

르는 빗물을 집수하여 평상시

현재 서귀포시의 농업용 지

에는 농업용수로 활용해 나가

하수 관정은 387공으로 농업용

고, 산불 발생시는 산불진화

수의 지하수 의존도는 97%를

용수공급처로 병행 활용활 계

차지하고 있어 빗물을 활용할

획이다.

경우 가뭄시 물 부족을 해소해

이를 위해 서귀포시와 한국

나갈 수 있음은 물론 지하수 개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합동 T 발 및 이용 억제 효과도 발생할
/F팀(10명)을 구성, 남원읍
지역내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서귀포시는 따뜻하고 아름

나 애로사항 등은 추후 수시 논

지화하고 자체과제를 발굴하여

다운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시

의를 거쳐 기관별 협조 등 관련

4대전략, 4대악 범죄를 포함해

민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15개 중점과제를 선정, 실무회

및 주변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서귀포시 건설과 064)7
60-2731.

실무회의를 지난달 25일 서귀

그동안 정부의 안전대책은

포시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개

상황관리 치중과 사고유형에

최했다.

대한 통합관리가 미흡하여, 많

시 관계자는 이달 초에 안

이번 실무회의는 안전관련

은 국민들이 사회전반의 위험

전문화운동추진서귀포시협의

유관기관인 서귀포교육지원청,

으로부터 불안함을 느끼는 것

회 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안

안덕산방도서관에서는 상반

서귀포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

으로 조사되고, 특히 성폭력,

전문화운동과 시민안전종합대

기 중국어 기초과정에 이어 오

서, 서귀포 동부 서부소방서,

학교폭력 등 4대악 범죄를 핵

책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안

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중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서

심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

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

국어 기초심화과정을 운영할

귀포시청 관련부서 담당 및 담

사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유관

보다도 시민들도 관심과 참여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위한

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서귀

기관과 합동으로 시민안전종

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에게 적

중국어 강좌가 지역주민들로부

포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심

합대책 을 추진키로 했다.

극 협조를 구한다. 고 말했다.

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서귀포시는 정부와 도의 안
전대책을 지역설정에 맞게 현

의를 통해 이달 초 확정할 예정
이다.

문의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60-3141.

중정로 하례학림로 도시계획 의견수렴

니하오~ 야간 중국어 강좌 인기
하고 있다.

이번 중국어 강좌는 성산과
표선, 안덕 등 농어촌지역 주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홈페이
지(http://lib.seogwipo.go
.kr) 공지사항 및 해당도서관
으로 문의하면 된다.

들을 대상으로 초급 기초부터

시 관계자는 이번 중국어 강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실

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제주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

를 찾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

적인 강좌로 운영된다.

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성산일출도서관에서 지난달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

서귀포시는 중정로 확장계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역주

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국

획선을 폐지하기 위한 도시관

민 2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어 강좌를 계속 추진할 계획 이

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기 위

있으며, 표선도서관에서는 지

라고 밝혔다.

해 오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난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운

청취한다.

영할 예정으로 수강생을 모집

문의 :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760-3675.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은 동문로터리부터 서문로터리
연장 1055m 구간 도시계획도

교통사고 예방 도로반사경 44개소 설치

로 확장선을 폭 25m에서 15m
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귀포시는 운전 중 시야 확

한편, 시는 올해 도로반사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행하여 년내에 마무리할 계획

여름철 하천인근을 찾는 시민

보가 어려운 도로변에 도로반

에 대한 민원 140여건 중 신설

서 지난 2011년 3월 중정로 활

으로 내년부터는 건축이 가능

들의 통행불편 등을 해소하기

사경 44개를 설치키로 했다.

요청 건이 80건에 이르는 등 안

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장

해짐에 따라 노후건축물 정비

위해 학림교 북측의 기존도로

시는 민원이 제기된 장소 및

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상

기 종합발전계획 등 중정로

등 중정로 가로환경개선은 물

417m 구간을 폭 12m로 확장하

설치건의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기에 도로반사경 42개소를

활성화사업을 선정하고 중정

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

지난달 2일부터 2주간 현장조

설치 완료했고, 원활한 교통흐

로 확장계획선 폐지를 제시한

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를 벌여 우선적으로 설치가

름을 위해 추가로 2000만원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4개소에

들여 설치할 계획이다.

바 있다.

이번 변경하는 도시관리계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획안에는 향후 시설예정인 자

변경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

율형 사립고의 진입로 확보와

문의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760-2971.

대해 이달말까지 반사경 설치
를 완료키로 했다.

문의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60-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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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국인의 투자자본과 제주발전 상생 도모해야
우리나라가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하듯 중국이 우

또한 바이오젠 거리에 중국자본이 상점들을 매입하

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여 임대료를 높게 부른다고 하나 바이오젠 거리일대

것이다.

상가를 중국인이 매입한 사례는 없으며, 임대하여 운
영중인 소규모 상점만이 4개소만 있을 뿐이다.

중국 투자자본 유입 지속적 보장 없어

미국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체류자격을 취득
하고 미국 법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다양한

제주에 유입된 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 약 6천억 원
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18조원의 3.3% 수준
이다.
100만불 이상 중국투자 기업도 제주는 9개이지만
서울시 32개, 경기도는 20개 인천시 11개 등으로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

지난 8월 27일, 한국자본이 미국 뉴욕 월가에 위치
한 AIG 빌딩 을 매입하였다.

니다.

가한 중국의 관주도의 경제정책 변화 및 외교관계에

도나 별장을 5억원 이상 매입 시 체류비자를 발급하

따른 변수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차이나머니 유입

고, 5년간의 검증기간을 거친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제도로, 외국의 부유층들이 제주에 휴양 차 머물면서
돈을 쓰라고 도입한 제도이지 제주가 인구가 없어서,

중국자본 제주상권 잠식 우려는 기우

노동력이 없어서 도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아파트

모의 서티크라운플레이스빌딩 도 한국자본이 매입

호텔 음식점 등의 경영 등을 통해서 제주지방 경제권

하였다.

의 일부를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 토지는 대상이 안된다.
또한 투자이민제도는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많
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부동산투자

2008년부터 2012년 기간동안 미국 투자이민에 있

이민 제도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상의 장

어 가장 많은 이민자 국가는 1위가 중국이었고, 2위가

기 외국인체류 자격을 받고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한국이었다.

들어온 것이다.

로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자 월

도내 중국인이 소유 호텔은 8개소, 총 470실의 객실

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에 54

을 운영중이나 제주도 전체 숙박시설은 3만2000실로

억불을 투자하여 50억불을 투자한 중국, 싱가포르를

서 전체 객실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도했다.

투자이민제도 세계 각국서 이미 시행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는 관광단지 등 리조트내 콘

최근 일각에서는 제주에 유입된 중국자본들이 일부

제치고 세계최대의 부동산 투자국으로 부상했다고 보

가하게 될 것이다.

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나 예측불

의 갈릴레오 빌딩 , 영국 런던의 금융가의 8천억 규

최근 한국자본은 국내의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이 번창하면 우리 세수도 증

이는 중국의 대외거래 흑자가 누적되면서 해외투자

유럽 금융 중심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4천억 규모

글로벌시대, 부동산 투자 국경 사라져

령에 따라 세금을 비롯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애

국자본의 투자는 제주에만 국한되고 있는 현상이 아

AIG빌딩은 뉴욕 맨하튼의 랜드마크적인 최고층 빌
딩으로 80년 역사를 보유한 건물이다.

마찬가지로 제주거주 외국인들도 한국의 제도와 법

올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관광객은 1일 평균 1만2000

하지만 투자이민 급증에 대해 특정 국가를 지목하
여 우려하는 현지 여론은 없다.
지금도 타 지자체는 물론 세계 각국은 투자이민제
도가 지역경제에 가져오는 활성화 효과에 주목하여,
앞 다투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여 명이 체류하는데 2인 객실 기준으로 6000실이 필요

이렇듯 각국의 부동산 매입과 매각은 세계경제와

하다고 보면, 이중 중국인이 운영하는 470실을 제외할

금융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때 도민이 경영하는 5530실 규모가 매일 중국인들이

중 하나이다.

이용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투자유치효과 개선방안 강구
한때 세계경제를 지배하던 미국도 2008년 금융위
기를 맞게 되고 유럽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세계경제의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세계경제흐름과 맞물려
제주를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육성하고자 제주국제자
유도시를 출범시켰고, 그간 제주특별법상의 차별화된
권한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
해왔다.
특히 중국자본의 유치가 전국 최하위 투자유치 자
치단체라는 오명을 씻고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준 결과
최근 지방세수 급증, 관광진흥자금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도민의구심도 증대되는 것
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에서는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
고, 또한 투자유치 효과가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
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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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 씨앗(갈색)을 받으세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꽃
세계적으로는 200여 종의 무궁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꽃은 단심계 홑꽃
무궁화(홍단심 백단심)입니다.
아름다운 단(丹), 마음 심(心). 아름
다운 마음을 꽃피우는 홑꽃무궁화로서

나라꽃 무궁화가 금년으로는 보기가 아
쉬워져가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꺾꽂이 번식도 잘되고 씨앗
번식도 잘 됩니다.

르게 주면 20일 정도 후에 떡잎이 나옵

재되어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축구대회가 개최되는 미

니다.

리내공원에 30년생 무궁화 300주를 비

배합비료는 싹이 10cm정도 자랐을

롯해 한라수목원, 도립미술관 앞쪽 주변

때 뿌리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어야

보고 싶은 곳에서 고운 마음으로 즐겁

과 노형로터리에서 1100도로가는 길목

합니다.

게 보기 위해서는 씨앗번식을 택해 보십

양편 등 30여 곳에 무궁화동산이 조성

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성들여 씨앗으로 심은 무궁
화가 우리의 광복절인 8 15가 되면 꽃

하나의 몸통 속에 우리들 단일민족의 정

나의 직장이나 생활터전인 우리집 정

무궁화꽃 씨앗(갈색)을 잘 따서 면이

중의 꽃 나라꽃 무궁화로 활짝 꽃피워

체성을 간직하고 다섯 꽃잎으로 충(忠

원, 담장 옆, 아파트 베란다, 옥상 등에

나 마대로 된 자루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여주니 달덩이처럼 예쁘고 황홀하지

나라에 충성하고) 효(孝 부모님께 효도

심어 놓고 꽃피워보게 되면 얼마나 좋겠

보관했다가 내년 3월 전 후 심기 전 씨

않겠습니까?

하고) 신(信 믿음) 용(勇 용기) 인(仁

습니까?

앗을 물에 담가 하루, 이틀 불려서 흙과

어질고 착함) 심성을 꽃피웁니다.

제주도내 각 시, 읍(14개소) 충혼묘

모래를 10대1의 비율로 섞어 혼합한 뒤

매년 6월에서 10월 사이 100일 동안

지에 잠들에 계신 호국영령들을 위로하

물빠짐에 좋도록 고랑을 만들어 심은

매일 아침 일찍 곱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기 위해 단심계 홑꽃 무궁화가 많이 식

위에 짚 같은 것으로 살짝 덮고 물을 고

지금 바로 무궁화꽃 씨앗이 있을 곳으
로 찾아나가 꽃 씨앗을 받으세요.
<편광우 무궁화사랑회 명예회장>

송 문 호(서울시 동작구)

-북미 서부지역에 대한 가족여행기섬 밖의 섬
최근 미국에 대한 가족여행은 현재

가운데 천정에는 동그란 구멍이 뚫어

캘리포니아 산호세 소재 IBM 연구소에

져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마치 늘 전기

근무하는 아들이 현지에서 잘 적응하며

불이 켜 있을 정도로 내실이 환하게 비

근무하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 마침 아

쳐 있음을 볼 수 있어 에너지절약을 하

들이 휴가기간을 이용, 6인 가족이 함께

는 것 같다.

여행길에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가족은 켐프차량(RV)에 모두
동승하여 여행길에 나섰다.
북아메리카 고산 호수 가운데 최대
규모인 레이크타호 호수를 찾았다.
보트를 빌려타고 한 시간 넘도록 호
수 끝부분 섬 주위를 돌아왔는데 넓은
바다로 착각할 정도이다.
캠핑생활에서 요새미티 국립공원을
찾은 날은 두 개의 방에 여장을 풀었는
데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새통이다.

LA소재 헐리우드 영화촬영소는 입
장하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양쪽에 줄을 쳐놓고 한 시간 이상 줄
을 서는데도 서로 조용히 담소하며 차
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줄서기로
인한 질서유지가 이렇게도 잘되고 있
는가 하고 놀랍기만 했다.

소를 닮았다고 소섬이라 부른다 한다
만리타향 나그네 발길은
바쁜 순례길에 헤매이고 지쳐간다
맑은 공기,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저 풍광을
좁은 가슴에 다 담아가기 어렵구나
버스 기사의 구성진 제 고장 소개 자랑에
주마간산 스치듯 안내하는 무심한 관광 안내양
제 철이 아니라고 특산물
땅콩도 고구마도 맛도 못보고

미국은 한마디로 이민족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민 대다수는 다른 국가에서 건너

토끼 뜀박질 하듯 휘둘러 뛰면서 서두르며
겨우 멋진 등대 잠깐 구경하고 등대지기 노래 한 곡 부르고

온 사람들이다.

이 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국가에 대한 소속감 보다 미국이란

제대로 관광 못한 아쉬움만 남긴채

시에라네바다산맥 서쪽 사면에 위치한

나라에 이주하여 살고 있다는 생각을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오겠다 다짐한

산악지대인 절경으로 유명하다.

늘 가지고 살며 인종도 제각각이다.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일박 후 아침,
일찍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곳 중 1위
를 종종 차지한다는 그랜드캐년 명소를
찾다.

대부분의 이민족과 소수의 전형적인

어느 여름날 소섬의 짧은 추억 한 토막

미국 백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정신종 일도2동 연수경로당 회장>
다이내믹제주 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길이가 무려 445㎞, 깊이가 1600m, 넓
이가 30㎢ 정도 되는 세계 최대 협곡이다.
산호세지역의 어느 조용한 삼각형 단
독주택을 살펴본즉 중앙복도를 중심으
로 양옆에 거실 및 화장실, 주방이 시설
※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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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주 자원 소나무숲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고
사현상을 조기에 방제하기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전쟁 이 선포됐다.

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1차 제거작업
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사목제거 작업인력은 도와 산림청,

이는 소나무 고사현상을 연내 방제하

군부대 등과 협력해 350여명으로 확보

지 못할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으

하고, 대대적인 고사목 제거작업에 나서

로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자연자원의 브

고 있다.

랜드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까지 완전 방제를 원칙으로
오름과 마을 상징 노거수 분포지역에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확산

예방용 나무조사를 실시하고 확산방지
를 위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병행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04년 제주

한다.

시 오라동에서 최초로 발생해 그동안 적

한라산국립공원 경계구역과 해발 20

극적인 방제로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올

0m이상 집단임지에는 항공방제가 이뤄

해 급격히 확산추세다.

진다.

7월말 기준 도내에서 고사된 소나무
3만5000그루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에
기인한 것은 25%인 8700그루로 파악되
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
료방법이 없어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
린다.

주요도로변과 소규모 임지는 지상방
제 대상이다.
또 재선충병 미감염 지역은 해송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숲가꾸기가 진행
된다.
이와함께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인
협회에 의뢰해 수행 중인 해송림 중장기

솔수염하늘소를 매개로 전파되는 재

관리대책 용역결과가 11월쯤 나오면 이

선충은 소나무에 침투하면 급속도로 번

를 토대로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

식해서 줄기의 통로를 막아 고사시킨다.

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한 달여 동안 대형
태풍 3개가 내습하여 소나무 뿌리가 많

방제작업에 도민참여 절실

이 흔들려 생육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다 올해는 사상 유래없는 가뭄

제주특별자치도는 급속하게 진행중

과 이상고온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

인 고사목의 확산을 막고 완전 방제를

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피해 지역이

위해 지난달 2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

예상을 넘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분석

산 방지를 위한 자생단체 읍면동장 연

되고 있다.

석 간담회 를 갖고 재선충병 피해 및 방
제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도민들

방제전담본부 운영, 방제 총력

의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소나무

나무 방제작업이 가능한 인력들을 지원

재선충병과의 전쟁 을 선포하고 소나무

받을 수 있는 접수창구를 설치해 10월1

재선충병 방제 전담본부 를 구성하며 방

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후 안전대책 등을

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려한 소정의 준비작업을 거쳐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략을 수립하고,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사

한편,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업 추진상황 점검, 방제사업 지도, 감염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월까지

목 이동제한 단속, 유관기관과의 협조체

완전 방제를 끝마쳐야 우리의 소나무숲

제 구축 등에 나서고 있다.

을 지켜낼 수 있다 면서 현재 120명의

또 7월말 기준 고사목이 3만5000여

인력으로 하루 400여 본의 고사목을 처

본으로 조사되었으나 8~9월 사이 고사

리하고 있으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목이 급격이 증가한 상태로, 5만여 본으

고사목의 확산을 따라잡을 수 없다 고

로 추정되는 고사목의 정밀예찰을 위한

말한 뒤 소나무를 지키고 살려내는데

항공예찰을 실시한다.

동참해 달라 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긴급방제 사업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도 자체 예비비 30억원

문의 : 녹지환경과 710-6781.
<한문성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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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연말까지 제주7대 향토음식 선정키로
제주의 맛을 대표할 수 있는 제주7

15

여권발급 전자서명제 10월 1일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권업무의 선진

대 향토음식 이 선정된다.

화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독특한 향

는 전자서명제 를 1일부터 확대 시행

토음식을 체계적으로 육성 보전하기

하고 있다.

위해 제주에 가면 꼭 맛봐야 할 대표적

이를 위해 신분증 인식기 와 키오스

인 먹거리 제주향토음식 7선 을 선정

크패드 장비를 설치했다.

해 다양한 육성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신분증 인식기는 기존 여권 접수시

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수동으로 입력

이를 위해 지난 8월말까지 도내 학

하던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함으로

계, 기관, 단체의 향토음식 전문가로

써 정보 입력시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제주향토음식 육성 자문단 (단장 고양

정확한 자료 입력으로 여권오발급률을

숙 제주대 교수)을 구성했다.

표로 이뤄질 계획이다.

낮추게 된다.

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여권업무
의 선진화를 위해 기존 복잡한 여권발

자문단은 제주향토음식육성 기본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7대 향토음

키오스크 패드는 본인에게 여권신청

급 신청서를 영문서명, 전화번호, 긴급

획(안)을 마련하고 제주향토음식 50선

식 이 선정되면 모범향토음식점 선정,

내용을 보여주고, 전자서명을 받기 위

연락처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는 간편한

발굴, 제주향토음식 전승 보전 방안, 관

향토음식 스토리텔링 개발, 전문인력

해 설치되는 장비로 기존 컴퓨터 모니

간이서식지로 전환, 민원인의 신청서

광상품화 방안 등 육성 정책을 논의하

양성, 전통상차림 향토음식메뉴 구성

터를 통해 조회되었을 때보다 타인에게

작성 불편을 덜었다.

고 있다.

및 표준 레시피 확정, 국내 외 관광객

개인정보가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줄어

제주7대 향토음식 은 자문단의 의견

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개발 등 다양한

을 수렴해 오는 11월까지 향토음식 50

전승 보전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

선을 발굴하고, 연말까지 도민과 관광

이다.

객 전문가 등의 온 오프라인 설문과 투

문의 : 자치행정과 710-2171.

하반기 취업시즌, 채용박람회 다양

문의 : 식품산업과 710-3131.

도내 처음 특성화고 청년 Job Fair 10일 개최
과 한라대총학생회가 공동주관하여 청
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특별토론회가

제주마방목지 관람대 등 편의시설 확충

제주청년 취업-도전과 야망 을 주제로
1일 한라아트홀에서 개최됐다.

마인 제주마(천연기념물 제347호) 10

특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졸 취업

0마리가 방목, 관리되고 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3 특성화고

지난 여름 이례적인 가뭄으로 목초발

청년 Job Fair 가 오는 10일 개최된다.

육이 부진함에 따라 제주마를 목초발육

특성화고 청년 Job Fair 는 제주지

이 양호한 수풀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역 특성화고 취업률이 상승추세에 있고

그 기간중 방목지내 친환경 자연소재의

최근 공기업과 금융권 등에서 고졸 채

관람대와 전광판, 컬러콘크리트 진입로

용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취업처 발

등 내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굴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축산진흥원은 최근 가뭄이 해소되고

제주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0

양호해짐에 따라 방목지내로 50여마리

년 7.2%에서 2011년 11.4%, 2012년 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제주

의 제주마를 추가 방목해 제주마 방목

8.3%, 2013년 25.4%로 꾸준히 증가추

마방목지를 찾는 내방객이 꾸준히 증가

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영주십경중 하나

세다.

함에 따라 편의시설을 확충해 관람객

인 고수목마(古藪牧馬) 를 재현, 볼거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리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마방목지에는 국내 유일의 향토

이번 특성화고 청년 Job Fair 에서
는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채용설명회,

문의 : 축산진흥원 710-7940.

면접, 적성검사, 전문컨설턴트의 취업
카운슬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만
남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예방접종 기간은 오는 7일부터 약품
소진시까지다.

이번 잡페어에서 현장면접에 25개

면서 다양한 채용박람회가 도내에서 열

기업체, 채용정보 제공 20개 기업체, 기

리고 있다.

업채용 설명회 7개 기업이 참여하며,

접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접종장소

올해는 지난해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면접컨설팅과 타로적성검사, 지문적성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6만7000

도 기존 6개 보건소에서 64개 보건소와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청년 Job Fair

검사 등 다양한 취업카운슬링 코너가

명에서 9만6000명으로 확대된 것이 특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확대 실시

가 청년층 눈높이를 맞춘 취업 페스티

운영된다.

징이다.

한다.

벌 형태로 각 대학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밖에도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

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

보건소 독감예방접종이 끝나면 11월

우선 1일에는 제주한라대에서 열렸

단, 직업훈련협의회 등에서 운영하는

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였으

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

고, 2일엔 제주대학교, 11월 14일엔 제

직업훈련 정보관 및 상담부스(7개 기

나 올해부터는 △36~59개월 유아 △60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관광대에서 열린다.

관단체 참여)가 운영된다.

~64세 까지 확대한 것이다.

문의 : 보건위생과 710-2936.

또 지난해에 이어 제주청년고용포럼

문의 : 경제정책과 710-2541.

YK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독

하반기 본격적인 취업시즌에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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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아리랑 라디오

Wonders of Jeju 와 함께하는 생생영어!

A: Hey, look at you! You look like you re dressed to kill!
(A: 야, 너 오늘 옷 진짜 끝내주게 잘입었네!)
B: I m going to the Jeju Art Center for a performance!
(B: 오늘 제주 아트센터에 공연 보러 가려고!)
A: That sounds like a lot of fun, but who is performing?
(A: 우와 재미있겠다, 근데 누가 공연해? )
B: Oh, I m not sure. My friend bought the tickets.
(B: 잘 모르겠어. 내 친구가 티켓을 샀거든.)

201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 추천 대상
가.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수한 연구, 창작 또는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
는 단체
나. 제주도민이 아닐지라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수상부문 및 인원 : 9개 부문, 9명 이내
가.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등 학술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나. 예술부문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등 예술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다.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육영사업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라. 언론 출판부문 : 신문, 방송 및 출판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단체)
마. 체육부문 : 체육지도 및 국내외 대회 참가를 통하여 지역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바. 1차산업부문 : 농 임 축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사. 관광산업부분 : 관광산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 관광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아. 국내재외도민부문 : 재외도민 사회 복지증진, 도민단체 육성, 문화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

<< 오늘의 표현>>
When someone is dressed to kill , it means that they are dressed

자. 국외재외도민부문 : 해외동포로써 교민사회 복지증진, 교민단체 육성 등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
※ 세부 수상부분 및 공적내용은 추천요강 참조

in their finest and most glamorous clothes. When you go out on a

□ 추천기관 및 단체

special night to have a good time, it can be fun to wear your finest

가. 해당부문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clothes and be dressed to kill .
dressed to kill 이라는 표현은 누군가가 옷을 끝내주게 잘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멋지고 특별한 저녁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엔, 옷을 끝내
주게 입고 나가면 한결 기분 좋은 저녁이 될 같아요.

나. 전문대학 이상의 총 학장, 교육감
다. 수상부문과 관련 있는 도민으로서 성인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
※ 수상부문과 관련되지 않는 도민, 기관 단체의 추천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천시 제출서류
가.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 1부
나. 이력서(소정양식) ----------------------------------------- 1부
다. 공적조서(소정양식)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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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서, 공적조서가 수록된 USB 또는 CD 1매 별도 제출
다. 상반신 명함판 사진(4.5㎝×6㎝ 컬러) ----------------- 5매
라. 심사에 필요한 공적내용 관련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기타 스크랩 등) --- 각 1부

매일 저녁 10시 Wonders of Jeju와 함께 편한 저녁을 보내세요!

□ 접수기간 : 2013. 10. 1(화) ~ 10. 31(목)

아리랑라디오: www.arirang.co.kr

□ 시 상 : 상 패(명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은 별도 수여하지 않습니다.

□ 시상일시 및 장소 : 2013. 12월중(추후결정 통보)
□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064-710-3413)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제2회 제주4 3평화문학상 공모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 1948년 제주4 3.
수만의 목숨이 스러졌고 진실은 오래도록 땅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주4 3사건의
참극은 우리에게 평화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 3의 아픈 상처가 평화와 인권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며
2012년 제주4 3평화문학상을 제정하였으며, 이제 다시 2013년 제2회 제주4 3평화문학
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많은 분의 응모를 바랍니다.

▶ 주제 :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 민주주의 발전
▶ 장르 : 시

(1인당 10편 이상)

소설 (200자 원고지 800매 이상 : 20매 내외 줄거리 첨부)
▶ 응모자격 : 국적, 거주지, 연령, 기성, 신인 구분 없음
▶ 마감 : 2013년 12월20일(마감 당일 소인 유효, 반드시 등기우편)
▶ 당선작 발표 : 2014년 3월 20일(시상식 일정은 추후 알림)
▶ 시상 : 시 2,000만원 / 소설 7,000만원
▶ 저작권 : 당선작은 5년간 주최 측에서 저작권 및 2차적 저작권을 보유하며
고료를 웃도는 인세는 당선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낼 곳 : (690-0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제주4 3
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 기타
□ 미발표 작품이어야 하며 응모작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 한글워드 작업 후 출력물(우편)과 파일(홈페이지)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겉봉투, 작품의 맨 앞장에 성명 주소 연락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 편집용지설정은 아래 홈페이지(팝업)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문의: (064)710-8435/ 파일제출: http://jeju43.jeju.g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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