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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해 튼튼한 제주만들기를 뒷받침 하기 위한 도
정중점과제를 선정했다.

made in Jeju
제주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향장품 산업이
제주지역 기업육성과 국내 화장품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기획
환경의 보물섬 제주의 자연을 푸르게 가꾸
기 위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올해
도 활발히 추진된다.

겨우내 우리 몸을 움츠리게 했던 계절을 뒤로 하고
만물이 되살아 나는 계절인 봄이 성큼 다가왔다.
제주들불축제 는 올해부터 개최시기를 늦춰

기획연재

경칩이 속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물영아리 오름 아래 첫 생태우수마을인
남원읍 수망리를 소개한다.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열린다.
봄을 맞는 신성한 들불의 대향연은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축제로 펼쳐진다.
<다이내믹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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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보다 고가에 판매될 수 있다 며

있다.

단지를 일반업체에 분양해서 될 것인

이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지, 관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성과가 서민생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안정과 복지확대로 연결되는데 중점을

이와 함께 우근민 지사는 삼다수 물

두고 민생안정, 살맛나는 농어촌, 환경

은 고갈 우려가 있지만 용암해수는 그럴

문화도시, 희망나눔 등 7대 분야 75개

우려가 없다. 관이 어떻게든 참여해서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 이익을 찾아야 한다 면서 용암

7대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해수단지 문제는 분양 문제가 아니라고

활력화로 민생안정 (7개 과제) △세계

생각한다 고 말했다.

속의 명품관광 미래성장동력을 통한 창
의경제 (11개 과제) △FTA 극복과 1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차산업 육성으로 살맛나는 농어촌 (12
개 과제) △글로벌 제주가치를 창조하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
를 연계하고 튼튼한 제주만들기를 뒷받

는 환경 문화도시 (19개 과제) △촘촘

기대응 정책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빠른

한 복지와 특화된 교육지원으로 희망나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눔 (10개 과제) △지역맞춤형 전략과

고, 원인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

재정지표가 건전해지고, 관광객 970

특례를 통한 특화발전 (4개 과제) △

조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뚜렷한 정

만, 외국인 관광객 170만, 1차 산업 조

미래 지향적 공동체 실현으로 건강사

책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수입 3조원 돌파, 수출기업 180개 육성,

회 (12개 과제)이다.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과 관점에서

침하기 위한 도정중점과제 추진보고회

도민들의 손톱 밑 가시 와 신발 속 자

를 지난달 28일 도와 행정시 간부, 읍면

갈 를 빼는 일이 민생 이고, 이에 행정

동장,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력을 집중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도 재정규모 3조원 돌파 등 경제 회복 기
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중점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
와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팀워크 구축,

그러나 아직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비 도비 기금 민자 등을 망라해 소요

부족,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GRDP 등

되는 사업비 규모를 구체화 하고, 도민

또 우 지사는 제주가 갖고 있는 여성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고, 신성장동력

에게 돌아갈 혜택을 도민이 피부로 느낄

이번 보고회는 새 정부가 국민중심의

정책이 너무나 미약하다. 거버넌스포럼,

산업과 내실 있는 수출기업의 육성 및

수 있도록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

성장을 중시하는 등 국정운영의 새로운

여성가족위원회 정도가 있다. 특히 거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들이

획을 수립했다.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

넌스포럼은 제주도 여성이 갖고 있는 것

에 기초한 140개 국정과제와 제주지역

을 평가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현안과제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

만든 것 이라며 이것을 더욱 체계적으

기 위해 마련됐다.

로 하고 싶어서 (가칭)제주여성가족연

가운데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또 튼튼한 제주 만들기 를 뒷받침하
기 위해 도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성과를 이뤄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구원 설립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열정
과 억척성, 머리좋은 DNA 등을 활용하

이날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 못한다면 제주사회에도 큰 손해 라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생과

면서 여성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경제를 챙겨나가겠다 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정

<3면에 계속>

하자는 여성가족연구원의 기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책 방향에 맞춰 만든 것이 민생시책기획

용암해수단지와 관련해 우 지사는

단 이라면서 이는 평소 현장에 답이 있

용암해수단지에서 생산되는 심층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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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중점추진과제 (7대분야 75개 과제)
1.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활력화로 민생안정 (7개 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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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제주가치를 창조하는 환경 문화도시
환경 문화도시 조성 추진과제는 모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산업화를 촉

2. 세계 속의 명품관광 미래성장동력을 통한 창의경제 (11개 과제)

두 19개 과제로 △2020 세계환경수도조

3. FTA 극복과 1차산업 육성으로 살맛나는 농어촌 (12개 과제)

성 기반 구축 △환경가치의 글로벌 브랜

이와 함께 △탐라문화광장의 본격 추

드화 및 활용 △제주경관보전 프로젝트

진 △모두가 공감하는 매력있는 디자인

6. 지역맞춤형 전략과 특례를 통한 특화발전 (4개 과제)

(송 배전선로 지중화) 국책사업화 △생

제주 구현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의 녹

7. 미래 지향적 공동체 실현으로 건강사회 (12개 과제)

태적 가치가 우수한 환경자산의 체계적

색도시 조성 △산남 북 지역간 상생 균

보전관리 △한라산 환경자산 보전 및 고

형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

품질 탐방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4. 글로벌 제주가치를 창조하는 환경 문화도시 (19개 과제)
5. 촘촘한 복지와 특화된 교육지원으로 희망나눔 (10개 과제)

1.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활력화로 민생안정

진한다.

범도 제주실현 △천혜의 제주자연에 부

이용편의 획기적 개선 △제주의 문화브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좋

로 고용을 활성화하고, 제주형 사회적기

합한 클린환경 조성 △산림 문화 휴양

랜드 국제화 △탐라문화제를 제주대표

은 일자리 5000개 늘리기 및 공정한 취

업 20개를 발굴해 78개를 목표로 하고

의 메카 조성이 추진된다.

축제로 육성 △탐라문화예술의 진흥을

업기회 확대 △제주를 사회적기업의 선

있다.

도 지역으로 육성 △전통시장 및 골목상

또 골목상권 경영혁신을 통해 제주경

권 지위 강화로 서민경제 활력 제고 △

제를 뒷받침하고 제주형 프랜차이즈사

기초가 튼튼한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

업 확대로 안정적 판로확보에 기여해 나

전국 최저 수준의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간다는 계획이다.

안정화 △세입확충 등 건전재정 구축 △

이밖에 현장 중심의 민생문제 파악으

민생걱정 업는 제주 만들기 시책 기획

로 제주형 민생시책을 발굴하고, 발굴된

발굴 시행 등 7개 과제가 선정됐다.

민생시책은 수요와 효과 등을 감안해 추

이를 위해 청년 체감형 일자리사업으

진해 나가기로 했다.

2. 세계속의 명품관광과 미래 성장동력을 통한 창의경제

또 △녹색성장의 세계적 롤 모델 구축

추진해 나간다.

△고품질 물관리 △용암해수의 산업적

5. 촘촘한 복지와 특화된 교육지원으로 희망나눔
복지분야와 교육지원을 위한 과제로
는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체
감도 향상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

과제는 △출산율 2.0제주플랜 실행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서비스

로 저출산 문제 극복 △아동 청소년이

질 향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지

건강한 제주조성 △맞춤형 어르신 정책

원이다.

으로 행복한 노후 준비 △장애인의 경제

이를 위해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으로

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층 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보육 인프라

창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

츠 파라다이스 구현 △투자유치 다변화

호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강화 △여성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

수출 6억불 달성으로 잘사는 제주 도약

및 실제적인 투자 유치 △숙박시설 등

이 당당하게 인정받는 사회조성 △제주

이다.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관광인프라 확충 등 11개 과제다.

화 △향토자원 활용 신성장 동력산업 및

이를 위해 제주 대표 수출상품 5개 품

첨단제조업 육성 △관광시장 다변화를

목을 발굴 육성하고, 2013년 관광객 목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 △신성장 MICE

표를 전년대비 8.3% 증가한 1050명으

산업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 △관광수

로 정했다.

6. 지역맞춤형 전략과 특례를 통한 특화발전
지역맞춤형 전략을 위한 과제는 모두
4개 과제가 추진된다.

발 모형 제시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장
을 통한 글로벌 제주 실현 △핵심역량

용태세 일대 혁신으로 글로벌 관광지 도

아울러 전통문화와 환경자산을 활용

과제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본격

약 △다양한 명품 관광상품 개발 및 관

한 명품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획 12대 전략 프로젝트 본격 추진 △관

추진이 선정 등으로 토대로 특화발전

광안내체계 개선 △2014년 제주 전국체

전국체전 추진 조직체계를 구축 운영할

광개발의 난개발 방지 및 제주형 관광개

을 추진하게 된다.

전 성공신화 완벽한 준비 △사계절 스포

계획이다.

7.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 실현으로 건강사회
3. FTA 극복과 1차산업 육성으로 살맛나는 농어촌
건강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소통과 화

제주국제자유도시 구현 △CCTV 통합

살맛나는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과

산업 육성으로 제주농업 신성장 동력 창

합을 통합 도민 대통합과 국제안전도시

관제센터 본격 운영으로 24시간 도민피

제는 총 12개 과제로 △FTA 대응 강화

출 △수산종묘 전략산업 기지화 △

조성, 대외기관 주관 3대 평가에 적극

해 예방 △생명안전의 섬 응급 의료체계

로 1차산업 고부가가치화 △튼튼한 농

FTA에 대응한 제주형 종축산업 기지

대응하기로 했다.

확충 △폭력피해 여성 보호 및 치료지원

업기반으로 잘사는 농촌 실현 △제주감

화다.

강화 등 아동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거점 APC 등 산

과제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합리

대응 선진수산업 육성 및 친어업인 정책

지유통시설 규모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적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제주4 3의 완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미래 신성장 해양산업 육성 △국제자

양식섬 만들기, 양식품종 다양화, 세계

전한 해결로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 △민

평가 1등으로 청렴한 제주 실현 △정부주

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 △

가 찾는 국제크루즈 허브항만 조성 등을

생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행

관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도부

제주바다 자원관리 및 해양경제 영토 확

추진한다.

정 강화 △칭찬하는 사회, 건강한 공동

1위 달성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주

체 회복운동 △마을발전지원시스템 구

관 공약이행평가 최우수기관 도전이다.

귤을 세계명품 산업으로 육성 △FTA

장 △청정 축산업을 경쟁력 갖춘 생명산

또 원종장을 씨드밸리 조성으로 종자

업으로 육성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5대 향토자원 발굴 식

를 통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종자

품산업화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에 나선다.

문의 : 정책기획관실 710-2231
<한문성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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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6곳 지정
애월항-서귀포

취약계층 65명 일자리 창출 착한소비 기대

LNG 배관망 시설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항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2일 제

(주)(대표 김 진) △제주투어플랜

를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노무

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주)(대표 현정희) △사회복지법인

회계 인사관리, 재정지원사업 지침 교

추진중인 LNG인수기지에서 서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제1차 제주형

창암복지재단 엘린(대표 한봉금) △

육 등 체계적인 경영전략 습득교육을

귀포까지 배관망을 구축해 저렴

예비사회적기업 6개 기업, 일자리창

(사)제주영상문화연구원(대표

추진한다.

하고 청정한 천연가스 에너지를

출 65명을 선정했다.

원홍) △국악연회단 하나아트(대표

세부유형을 보면 일자리 제공형 5개

양

(고석철)이다.

기업, 서회서비스 제공형 1개 기업이

이들 중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

며, 분야별로는 문화 예술 3, 관광 1,

는 기업은 근로자 1인당 11만7000원

사회복지 1개 기업이다.

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를 보면 △영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

농조합법인 시골마을(대표 강영식)

업은 5일 경영역량강화 워크숍을 개

△농업회사법인

최해 자립기반 조성과 전문역량강화

제주옹기마을

이밖에도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공공기관제품구매 등 행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산남지역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용역결
과에 따른 것으로 기존 LN저장

한편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지

탱크 시설에서 지하 LNG공급

정된 업체는 모두 64개 기업으로 590

배관시설로 변경되면서 도 전역

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에 도

에서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움이 된 것으로 분석돼고 있다.

있게 됐다.

문의 : 경제정책과 710-2511

문의 : 스마트그리드과 710-2531

민간기업 정기공채 참여기업 모집

외국인자문위원회 정책참여 확대

공정한 경쟁으로 능력위주 채
용시장 구축과 채용시기 예측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문위원회

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초점을

에 특별 세션을 구성해 제주가 국제자유

능성을 높이기 위한 2013 민간

가 출범 2년째에 접어들면서 정책건의

맞춰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거주 외국인이 적

기업 통합 정기공채 를 취업시즌

중심에서 정책참여하는 방안으로 활동

을 만드는 등 도민 속에 파고드는 정책

극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인 오는 4월과 9월 실시한다.

이 다양해진다.

을 펴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함께 거주 외국

이에 따라 정기공채 참여기업

외국인자문위원회는 지난해 출범한

이에 따라 이달 중 워크숍을 개최해

인들이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출입

을 오는 8일까지 접수받아 내달

이후 거주 외국인 생활환경 불편사항 위

제주사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국 관련 제도 등도 고쳐나가고, 지역 이벤

1일부터 30일까지 공채를 실시

주로 건의해왔다.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트와 문화축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제주에 살면서 제주를 위

또 5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아울러 현재 글로벌센터가 구축된 서

한편 민간기업 정기공채는 지

울, 인천, 부산 등 외국인단체 등과 네트

난해 9월 제주가 전국 최초로 실

워크를 구축해 제주에서 외국인 관련 행

시해 54개 기업체가 참여했다.

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경제정책과 710-2541

장기적으로는 제주에서 외국인 관련 정
책 논의가 이뤄지는 외국인 정책개발 메카
로 자리매김해 다양한 외국인 관련 정책

혁신도시 진입로 5일 개통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

제주 혁신도시 접근성을 높이

가 영입하고 도내 행사시 다른 지역 외

기 위해 2009년 착공한 도순-혁

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

신도시 2.88km구간이 마무리돼

해 나갈 방침이다.

5일 개통한다.

문의 : 국제자유도시과 710-3401

한편, 혁신도시 구간 중 회수
-도순 구간은 지난해 10월 개통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000억원 융자 지원
농 어업시설, 운영자금 저리융자 조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업인에 대한

련조례에 의해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난해까지 7만8000여 건에 1조7800억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000억원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어 2012년 12월

을 지원해 영농의욕고취와 영농활동에

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말 현재 총 898억원이 조성됐다.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되는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
공기관 입주자 및 방문객들의 교
통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문의 : 도시계획과 710-3145

제주안내 120 민원 해결사
제주안내 120콜센터가 단순 전

특히 올해는 FTA 등으로 어려움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은 오는 13일까

화중계에서 벗어나 생활불편사항

농어촌진흥기금은 2010년 2011년 2

겪고 있는 1차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

지이며 대출금리는 2.05%, 지원한도는

과 교통, 관광안내 등 도민과 관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다가 농업인들의

해 1.22% 수준인 320억원(2012년 231

영농 어 규모에 따라 300만원 이상 1억

광객의 궁금한 민원을 해결하는

신청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억)을 확보함으로서 안정적인 기금을

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에 대해서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500억원을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운용할 수 있게 됐다.

3억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은 관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002년부터 지

문의 : 자치행정과 710-2171

문의 : 친환경농정과 7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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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에 안창남 의원 선임

덕면 동광리 큰넓궤 동굴로 피

후 임시회를 통해 여성위원을

박희수) 전 의원과 사무처 직

신하였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원들은 3월 1일 제주 4 3의 아

마을 주민의 실화를 근거로 만

윤리특위는 앞으로 2회 이상

픔을 주제로 제작된 영화 『지

들어진 흑백 드라마 영화다.

법이나 자치법규 위반 행위를

슬-끝나지 않는 세월 2』를 단

4 3사건 희생자의 아픔이라

한 의원을 징계대상 의원으로

체관람하며, 시대의 아픔을 공

는 무거운 내용뿐만 아니라 등

포함시켜 징계절차를 밟게 할

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인물간의 갈등과 화해, 대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
위원장에 안창남 의원, 부위원
장에 박원철 의원이 선임됐다.

에 대한 자체 징계 등에 관한 사

회의 경우 의원이 법이나 자치

항을 다루게 된다.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선임된 위원은 강경식, 강경

영화 지슬 단체관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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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

과 위로 등 소소한 일상생활도

로 오멸 감독의 작품인 지슬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큰 인기

은 제주4 3 당시, 서귀포시 안

를 끌고 있다.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

찬, 구성지, 김용범, 김희현, 문

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1차

석호, 박원철, 신영근, 안동우,

안창남 위원장은 윤리특별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부위원

안창남, 하민철 의원 등 총 11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도의원

장 선임의 건 을 상정해 이 같이

명으로, 임기는 내년 6월30일

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

표에 선출된 김희현 의원은

결정했다.<사진>

까지다.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

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

그동안 본 연구회가 도의회

게 될 것 이라고 기대감을 드러

구회(대표 김희현)는 지난달 2

차원에서 지역전략 산업에 대

냈다.

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년도

한 검토 및 연구 활동을 통해

활동사항 및 결산보고, 대표 및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간사 재선 및 올해 활동계획 등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고

에 대해 논의했다.

말했다.

윤리특위는 법이나 자치법규

단, 특위에 여성위원이 포함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도의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추

시돼 있다.

제주 출신 독립영화 감독으

지방재정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새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방향과 대응과제 주제로 28일 열려
제주특별치도의회 의원연구

김희현 의원 새 대표로 선출

이번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

또 지난해만 하더라도 일곱

표에는 김희현 의원이, 간사에

번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새로

하민철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

운 전략산업의 로드맵을 마련

출되었으며, 하민철 전 대표에

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

정제도의 변화에 부응한 연찬

선 과제에 대한 형평성 논리를

게는 그간의 공적을 기리어 공

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활동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타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마

로패가 수여되었다.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의원 신관홍) 정기총회 및 연찬

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따

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라 지자체 자체 재원 비중 확대

이어 이원희 한경대학교 인

우리도의 재정확충 모델구축

와 지방재정제도 개선사항 등

문사회과학대학 학장(전 한국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새 정부

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지

정부회계학회장)은 새 정부의

의 지방재정 정책방향과 대응

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대책에

지방재정 정책방향과 대응과

과제 라는 주제로 지난달 28일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예상

제 주제의 특강을 통해, 제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되고 있다 고 말했다.

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대표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대

제시해 왔다 고 밝혔다.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위원장에 김의남 전 북군의장 선출

신관홍 대표의원은 개회사에

이에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

의 대담한 실험을 통해 도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 북군의회 의장이, 부위원장

서 지방재정연구회는 출범 후

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보통교부

게 큰 기대감을 주었지만 광역

박희수) 의정자문위원회 전체

에 박경영 제주시 의정동우회장

특별자치도의 가용재원 확충을

세 법정률개선, 국세의 자율권

과 기초단체의 통합, 기능이양,

회의가 지난달 22일 의원회관

이 선출되었으며, 의정 활성화

위한 대안제시, 지방채무의 안

이양 등 우리도의 차별화된 재정

재정이양 등에도 불구하고 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

정화 관리대책, 주민참여 및 성

보전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으

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큰 실

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 지방재

로 특별자치도 재정확충 제도개

망감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제도개선연구회 제12차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

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을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전문대학원장의 특강이 열렸다.

과 입법 및 정책제안 기능강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학계(교수), 전문가,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소속감을

지역인사 등 7개 분과(상임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활동보

원회별), 총 56명으로 구성되

고회 개최, 위원의 전문성을 고

어 운영 중에 있다.

취하고 정보의 수집 및 교류,

구모임인 법ㆍ제도개선연구회

이날 열린 의정자문위원회 전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

(대표의원 구성지)가 지난달 2

체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의남

숍 등을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
계환경수도 조성, 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을 주제로 제12차 정
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는 김태윤 제주발
학원 교수, 현원학 (사)제주생

승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수도

으로 하여 정대연 아시아기후변

태교육연구소장, 강진영 제주발

정책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화교육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

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영철

제주가 환경수도로 거듭나기 위

어,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

제주환경참여연대 공동대표, 강

한 토론을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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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타당성 연구 본격 착수
전연구원에 의뢰했다.

아울러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의

지난해 11월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확실한 투자와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

결과 민군복합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정 을 위한 연구 추진과 함께 특별법 개

국제크루즈관광 진흥특구를 지정하고

정과 관계법령의 권한 이양을 체계적으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견이 제시됐다.
크루즈관광 진흥특구에는 크루즈관광

제주관광 지역발전 기대

객을 위한 크루즈터미널, 테마쇼핑, 해양
관광테마항, 휴양해양레저, 숙박기능과

민군복합항 주변지역이 크루즈산업

해양관광테마 공간 뿐 아니라 주민편의

진흥특구 로 지정되면 크루즈산업이 제

시설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주관광과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루즈 여행으로 제주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건설되고 있
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활용한

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
발표가 있었다.

크루즈 진흥특구 연구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크루즈관광객 증

크루즈 관광객과 크루즈선사에 필요한

가에 따른 제주관광산업을 도약시키기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광객 활동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과업을 추진하면

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 제

위해 민군복합항 주변지역을 크루즈산

서, 그 일환으로 제주 민군복합항과 강

주를 방문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

업 진흥특구 지정 및 지원책 마련 을 위

정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진

항을 세계적인 크루즈 관광 허브로 육성

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흥특구 타당성 연구 에 본격 착수했다.

하겠다 고 약속했다.

국내외 전문가와 연구기관, 크루즈

제주 민군복합항은 초대형 크루즈 선

한편 우근민 지사는 지난 2011년 8월

관광업계, 중앙정부 및 도를 중심으로

박인 15만t급 2척이 동시에 이용할 수

제주해군기지 원포인트 도의회 임시회

연구단 을 구성해 체계적인 활동에 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에서 크루즈 허브항 4대 정책과제 발

국내 크루즈항 중 가장 큰 규모일 뿐

표를 통해 △제주 국제 크루즈항 진흥특

설 방침이다.
우선 올해 10월에는 가칭 제주크루

아니라 주변 국가와 비교해도 인프라 면

구 지정 △국제크루즈선사 유치 △내

즈포럼 을 개최해 2016년 개최를 목표

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

외국인 면세점 유치 △크루즈박람회 창

로 하는 크루즈박람회 를 뒷받침해 나

대된다.

설 운영 등을 제시했다.

갈 계획이다.

크루즈관광 세계적 붐

크루즈산업 진흥 특구에는 규제완화,
크루즈관광 연관 사업 투자유치 촉진,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한 중 일 3국의 크루즈 담당기관이

크루즈 관광객 급증에 따른 크루즈관광

상시 협의할 수 있는 동북아 크루즈 진

진흥 특구 도입 에 관한 연구를 제주발

흥협의체로 구성하기로 했다.

세계 유수의 선사 유치와 2016년 크
루즈 관광객 100만 명 유치로 제주도 크
루즈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크루즈선박에 승선인력 기회 제공으
로 지역 젊은 인재 고용기회 확대와 지
역 1차 산품들의 크루즈 선식 공급으로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도 예상된다.
아울러 동북아 해양문화 선진국이었
던 잃어버린 해양왕국 탐라국의 위상이
크루즈 허브 포트 로 재현될 것으로 기
대된다.
문의 : 항만개발과 710-6355

크루즈산업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
으로 가장 크게 성장한 관광산업 분야의
하나로 연 8% 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동북아와 동남아의
크루즈 관광객은 더욱 괄목할 만한 증가
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를 찾는 국제크루즈 관광객도 20
10년 49회 5만5000명에서 2012년 80
회 14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에는 170회 35만 명 이상 방문이
예정돼 있다.
또 선석만 제공해 주면 제주에 오겠다
는 선사들의 요청이 많은 실정이다.
제주 민군복합항을 비롯한 크루즈 인
프라가 확충되면 더 많은 크루즈 관광객
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루즈산업 2009년부터 시작
크루즈산업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9월 11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를 15만
올해 제주에 32회 입항 예정인 보이저호

YK

t급 규모의 크루즈선박이 기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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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천연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개

품 산업의 한계로 지적돼 온 용기, 포장,

발이 활기를 띄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라벨, BI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관산

위한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전략도 활발

업 육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디자인관련 심포지엄은 지자

히 추진되고 있다.

체로는 국내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제

제주전통 한의약 처방전에 근거를 두
고 제주 청정 약용식물을 활용한 한방샴

주만이 갖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선 면

푸가 개발됐다.

색 공간 촉감 제품의 크기 등 소비자가
생물종다양성

요구하는 디자인을 찾아 내 제주만의 감

연구소와 제주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제

동과 스토리를 담은 고객감동으로 소비

주 전통 한의약 처방전 자료조사를 수행

자에게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 만든 한방샴푸 이름은 수풀처럼 林

기대하고 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이다.
이 샴푸는 31개 처방전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한 가운데 제품화 가능 처방전을
선별해 하수오, 세신, 천궁 등 20여가지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천연 한의약 추출물과 백금, 케라틴, 유

화장품 업체간 기술과 자원, 판로개척의

황 및 다양한 아미노산이 포함됐다.

파트너링이 개최됐다.

이 제품은 두피건강에 도움을 두고 특

이 행사는 제주와 경기, 경북 화장품

히 탈모방지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

기업간 기술과 제품, 자원 등을 연계해

되고 있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하기 위해 마
련된 자리다.
이 행사에는 총 30여개 업체가 참가
했다.

이처럼 제주 자연을 활용한 향장품 산

타지역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샘표식

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품 등을 비롯한 15개 업체가 참가했고,

제주테크노파크는 건강뷰티생물산업

제주에서는 제주형 화장품 마을 조성을
는 상품인 만큼 산업경쟁력에서 디자인

추진중인 유씨엘을 비롯한 파라제주 등

제주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코스메틱

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5개 업체가 참가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주요 원료의 수입의

산업은 또 다른 가공산업으로 제주지역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화장품 디자

존도는 80% 이상으로 해외기반 역시 취

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을 선

인 개발 현황 △국외 화장품 디자인 개

(주)스킨큐어 제품이 한류 열풍의 중심

약한 상태다.

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발 현황 △디자인과 마케팅 △제주화장

인 일본 도쿄 신오오쿠보에 있는 한국

품 디자인 혁신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

화장품 전문 매장 스킨가든에 입점되기

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도 했다.

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청정 자연에서 자란 제주산 식
물과 첨단 생명공학기술이 접목된 향장
품 소재는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
보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향장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자원은 다양하다.

지난해

열린

파트너링

행사에는

또 이날 중국상해 교통대학, 공정대

또 (주)제주사랑농수산은 제주산 원

제주 향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학 디자인 교수를 포함해 국내최대 용기

료인 제주 손바닥선인장, 마치현, 백년

위해 최근에는 디자인 에 주목하고 있다.

업체 (주)연우 연구소장, 국내 최고 자

초 등을 타지역 업체에서 공급하기도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제주 화장품 산

연주의 화장품 기업인 이니스프리 디자

했다.

1500여 종의 허브로 천연 화장품이

업에 디자인은 향상시키기 위한 한 중

인 팀장 등 8명의 국내외 연사의 발표도

만들어지고 있고, 각종 약초와 동백꽃,

국제심포지엄 이 지난달 28일 제주그랜

이어졌다.

감귤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생산되는 감

드호텔에서 열렸다.

김기옥 테크노파트 코스메틱글러스터

태와 같은 해조류를 비롯해 제주의 송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은 다른

사업단 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 말태반 등이 제주화장품의 원료로

상품과 달리 감성과 컨텐츠를 필요로 하

성장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제주 화장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앞으로 선진기술 및 판로개척
연계를 통해 윈윈할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됐다 고 설명했다.
문의 : 미래전략산업과 71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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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09년부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착수
환경의 보물섬 제주가 푸르게 변화하
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20 세계환경

나무 △상수리나무 △녹나무 △후박나무

시의 경우 오는 16일 한라도서관인근에

빛아파트와 같이 아파트 옥상을 비롯해

△담팔수 △굴거리 △광나무 △장미 △

서 개최하고, 서귀포시의 경우 오는 30

다세대 주택, 일반 기업건물의 옥상 등

능소화 △꽃치자 △매화 △철쭉 등이다.

일 도순동 하천변에서 개최한다.

도 일명 하늘정원 이라 불리며 정원으

수도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

제주자치도는 봄철 나무심기 기간 중

치도는 지난 2009년부터 500만 그루 나

기관 단체가 자율참여를 권장하고 나무

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기 묘목을 알선 받기 원하는 기관 단

2009년에는 109만 그루, 2010년 107
만 그루, 2011년 108만 그루, 2012년 107

체에서는 도에서 식재장소 및 수종을 고
려해 묘목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무심기 자율참여 권장

졌다.
큰 나무의 경우는 1그루당 4명이 필
요한 산소를 공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나무심기를 원활
히 추진하기 위해 우선 지난달 1일부터
내달 말까지 나무심기 상황실을 운영하
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에 옥상정
원을 조성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

녹지공간 부족으로 열섬화 현상이 증

해주고 있다.

가하는 요즘 옥상정원은 녹지환경 조성

생애 주기별로 내 나무갖기

옥상정원을 조성하면 연간 사용하는
냉 난방 에너지의 16.6%를 절감할 수

숲은 1ha당 10.4t의 CO₂를 흡수하
고 4.7t의 산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

옥상정원 도시경관을 푸르게

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만 그루 등 지난해까지 총 431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로 조성되고 있다.

있다고 한다.
또 여름철 열대야 현상을 완화하고 일
교차도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난다.
옥상정원에 조성한 나무들로 인해 이

생애주기별 내나무갖기 는 결혼과
출산 등 기념일을 상징할 수 있는 추억
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밖에도 입학과 졸업, 취직, 내집마
련, 칠순 등 생애 주기별로 의미있는 날

대기 중에 늘어난 탄소를 줄이는 가장

그리고 도민참여 나무심기 붐 조성을

산화탄소와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과 중

효과적인 사업이 바로 나무심기 사업이

위해 제68회 식목일 행사를 기관 단체별

금속을 흡수하고, 소음을 완화시키고,

이 사업은 도나 행정시에 신청하면 행

라 할 수 있다.

로 적정한 시기에 열리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을 산성비와 자외선으로부터 보

정기관을 심을 나무를 지원해주고, 도시

호해 내구성을 향상시켜 우리 삶을 보다

공원과 공한지 등에 나무를 심어 신청자

쾌적하게 도와준다.

이름의 표찰을 매달게 된다.

에 나무를 심어 기념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전 세계가 탄소배

식목일 기념행사는 도청의 경우 4월

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림사업이 활발

5일 한라생태숲에서 개최하고, 제주시

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제주특별자치

는 오는 15일 우도면 일원에서,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 옥상에 정원

그리고 사후관리는 식수자의 가족과

도는 올해도 1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

시는 4월 5일 도시 주변에서 개최할 계

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행정기관이 협력해 관리하며 도시공원

을 세우고 새 봄을 맞아 나무심기에 들

획이다.

있다.

을 보다 푸르게 가꾸어 나가게 된다.

어갔다.

아울러 나무심기에 동참을 유도하기

또 일도2동의 삼화아파트와 연동 한

문의 : 녹지환경과 710-6771

위해 제주시는 지난 2일 종합경기장에서

도시녹화 가로수식재 추진

매실나무 등 나무 1만200 그루를 시민들
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기 사업을 열었다.

나무심기를 위해 186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도시녹화 및 벽면 옥상녹화에 20
만 그루,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가로수

또 서귀포시는 오는 23일 토요일 서귀
포시청 2청사(신시가지) 동쪽 주차장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먼나무 등 6000그루
를 나누어 줄 계획이다.

및 도시숲 조성에 11만 그루, 산지녹화

특히 지난해 지역특화시책사업으로

및 유휴토지 나무심기 12만 그루, 각종

행안부 주관 전국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개발사업장 및 도민 자율참여에 의한 정

우수상을 받기도 한 생애주기별 내나무

원수 조성 등에 57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갖기 행사 를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

을 추진한다.

시한다.

주요 식재수종은 △가시나무류 △느티

생애주기별 내나무갖기 사업은 제주

생애주기별 나무심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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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서운 추위를 피해 봄이

축제

으로 운영치 못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티미디어아트쇼 등을 통해 계사년 새해
의 무사안녕 기원을 기원한다.

무르익는 경칩이 속한 주에 금 토 일로

위해 개최시기를 경칩이 든 주 금 토 일

개최시기를 옮긴 2013년 제16회 제주

로, 축제명칭도 제주들불축제로 변경해

들불축제 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

축제의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일동안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개
최된다.

특히, 제주들불축제 를 통해 유네스
코 3관왕 제주, 세계7대경관지로서의
이미지 홍보와 함께 WCC 2020세계환

둘째 날(9일) 도민 통합의 날 - 도
민대통합줄다리기, 집줄놓기경연, 읍면

# 축제의 전국화와 세계화

동 대항넉둥베기 경연, 마상마예공연,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

이번 축제에 국내 축하사절단 10개

도민화합 음악잔치, 레이저 퍼포먼스,

기 위해 마을별로 늦겨울에서 경칩에 이

도시 40명을 초청하였고, 외국 축하사

제주힐링콘서트, 제주어 말하기 경연,

르는 기간에 목야지에 불을 놓아 양질의

절 및 공연단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독

통합의 불태우기, 제주농요 공연 등 프

새풀이 돋아나도록 불놓기를 했던 제주

일 등 4개국 6개 도시에서 73명이 방문

로그램이 펼쳐지는데 넉둥베기와 집줄

의 옛 목축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제주

한다. 공연단 은 미국 샌타로사 모던댄

놓기는 외국인 특별전을 포함하는 프로

들불축제 .

스와 중국 래주시 무술공연 및 계림시의

그램으로 운영하는 등 도민과 세계인이

댄스 공연이 열린다.

하나 되는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

올해 제주들불축제는 유네스코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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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도 실현의 꿈을 집중 홍보하는 계기
로 삼아나갈 계획이다.

과 세계7대자연경관 등 드높아진 제주
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도민화합과 세계
문화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진한 감동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기울였다.

# 불과 관련된 이벤트
8일 : 무사안녕횃불대행진(19:00~1
9:20) 오름 눌 태우기(19:20~20:00)
9일 : 통합의 횃불대행진(20:00~20
:10) 오름 눌 태우기(20:10~20:30)

셋째 날(10일) 희망기원의 날 - 세
계인이 하나 대통합줄다리기, 외국인 특
별전을 포함한 듬돌들기, 마상마예공연,
말춤페스티벌, 세계가 제주로 국제교류
도시 공연, 폐막공연, 횃불점화, 희망기

10일 : 횃불 점화, 횃불대행진(18:5

원 메시지 전달, 오름정상 화산분출쇼

0~19:05) 오름정상화산분출쇼(19:10~

및 연화연출, 대형 오름 눌 점화, 오름

화산섬 제주생성의 신성한 불꽃을 피

19:15) 대형 오름 눌 점화(19:15~19:

불놓기 등을 통해 올 한해의 무사안녕과

워 올리게 될 2013제주들불축제를 보다

20)에 이어 하이라이트인 오름불놓기

만사형통 등 새 희망을 기원한다

신나게 즐겁게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19:20~19:40 )가 이루어진다.

정보를 알아보자.

# 부대행사
# 테마별 주제가 있는 축제마당

이밖에 축제 3일 동안 들불축제 종합

# 언제부터 개최됐나

및 프로그램 구성 : 도민화합축제, 세

홍보관운영 및 오름등반체험, 축제사진

1997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하여 올해

계문화축제, 민속경제축제, 풍성한 체험

전국콘테스트, 잔디썰매타기, 희망의 메

17년째, 올해가 16회째 그 이유는 2011

축제 등 날짜별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시지써주기, 2013 대박찾기 컨설턴트,

년 전국에 확산되었던 구제역으로부터

운영과 무사안녕마당, 희망기원마당, 세

전통도예체험, 희망기원마당이 열린다.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개최를 취소했

계인화합마당, 도민화합마당 등 주제가

아울러 Healing Road 체험, 기마대

기 때문이다.

있는 축제마당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와 함께하는 포토존, 전통악기체험, 새

지난해 보다 11개 종목이 늘어난 63개

별오름 우체국 운영, 희망의 영상체험,

8일과 9일 제주시 방면에서는 종합경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제주의 소릿길 체험, 체험 승마교실, 승

기장에서 11시를 시작으로 한라대정문

마대회, 마조제 및 말사진 전시운영, 태

을 거쳐 행사장까지 30분 간격으로, 서

초의 불꽃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

귀포시 방면은 서귀포시 2청사에서 11

린다.

시 시작으로 천제연 입구와 행사장에

# 정부지정축제현황
2001년 예비축제, 2002년 우수축제
이후 2005년부터 올해까지 8회 연속 문
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 올해 우

# 일자별 프로그램
첫째 날(8일) 무사안녕의 날 - 2000
만 관광객 유치기원제, 외국인 특별전을

또한 제주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향

포함한 오름 눌 만들기 경연, 축제를 여

토음식점, 제주전통 민속주코너, 지역명

# 명칭 및 개최시기변경

는 대동놀이로 풍물희망기원대행진, 개

품 및 특산물전시판매장, 세계다문화음

지난해까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개

막행사, 무사안녕 횃불대행진, 오름

식코너 등 민속장터 운영을 통해 축제의

최되었으나 기상악화로 축제를 정상적

눌 태우기, 태고의 제주탄생아트쇼, 멀

수축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풍성함을 더해주게 될 것이다.

한편 들불축제 무료셔틀버스는 8일
부터 10일까지 운행된다.

도착하는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
된다.
10일은 제주시 교통행정과(728-319
1 2)로 문의하면 된다.
<글 강봉수 제주시청 공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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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의 숨은 매력! 제주시티투어버스로 즐기자

제주시, 읍면동 출산장려 아이디어 봇물

제주시는 제주를 찾은 국내

제주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다

생의 기쁨을 동민과 함께 하고

외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숨

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하라

은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지

읍면동도 출산을 유도하는 각종

는 뜻을 담은 5만원이 적립된

난해 9개월간 시범운행을 마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무럭이 통장과 출생아의 건강

친 제주시티투어버스가 오는

애월읍은 출생 축하 메시

체온 체크를 위한 체온계 증정

11일부터 11월말까지 정기

지 발송과 직원 가운데 자녀

과 주민등록 등 초본을 무료로

운행한다.

출생시 직원 상조회에서 상품

각각 발급해주고 있다.

제주시티투어버스는 공영버

권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추

오라동(동장 문경삼)은 주

스 예비차량 2대를 이용하여

자면은 출생아에게 기저귀 손

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3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주

수건 등 5만원 상당의 유아용

자녀 이상 다둥이 출산 축하 케

요관광지 및 부두, 전통시장,

품과 주민등록 등 초본을 무료

익 상품, 유아위생용품지원과

공항 등 19개소 정류장을 두고,

로 발급해주고 있다.

함께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

양방향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중고생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스와 제주시티투어버스 무료

5시까지(1회 1시간 40분 소

는 3천원이며 승차권 1매 구입

환승도 가능하다.

요) 1일 8회 운행하게 된다.

으로 당일에 한하여 여러차례

이용요금은 성인 5천원, 초

무료 탑승할 수 있으며 공영버

문의 : 제주시 공영버스 7283211 2

이도1동은 1만원 상당의 손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건 셋트, 축하메시지 새마을

노형동은 신생아 이름으로 2만

부녀회에서 만든 EM발효액

원이 적립된 꿈 모아 통장 을

및 천연비누를 지원하고 있다.

만들어 주고 있다.

용담1동과 용담2동은 자녀출

이호동은 출생신고시와 3자
녀 이상가구 주민등록 무료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직불금 신청 하세요!

급과 함께 출산축하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이처럼 읍면동
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

제주시는 올해 친환경농업

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과 저농약 인증의 경우 3년간

한 아이디어를 찾아 내놓음으

실천농지 350ha에 대해 직불

농업인에게 관행 농업과 비교

직불금을 지급한다.

로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

금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

하여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

직불금 지급은 신청일 이후

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2013

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

부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시행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을 오는 3월말까지 접수받고

는 사업으로 직불금 지급단가

지급된다.

있다.

는 밭작물 기준으로 1만㎡(1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

ha)당 유기인증 120만원, 무

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10

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

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이며

00원이다.

확인한 후 12월에 직불금을 지

읍 면 동사무소로

농지소재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친환경농산물

급하게 된다.

인증받은 농지(필지)별로 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

기인증의 경우 5년간, 무농약

문의 : 제주시 농정과 728-33
52

제주시 전통시장 친구결연 추진
에서 장보기, 부서 간담회 등을

문의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
과 728-2511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신규모집 시작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자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60%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며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

사업의 2013년 신규 대상자 모

소지 읍

집을 시작했다.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면사무소 및 동 주민

모집기간은 이달부터 10월

내일키움통장 은 올해 새롭

까지 총 8차에 걸쳐 모집을 하

게 도입되었는데 지역자활센

는데 1차 모집기간은 오는 8일

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

까지다.

로사업에 참여자가 가입할 수

추진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 을

희망키움통장은 열심히 일

있다. 이 통장은 자활사업 참

운영하며, 특히 작년까지 월 1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

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

전통시장 가는

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

회 운영되던

날 을 올해에는 대형마트 의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휴업일인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인 경우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

과 네 번째 토요일 월 2회로 확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다.

대한다.

이내 탈 수급을 하는 경우, 정

참여자에게는 내일키움장려

또한 공직자들이 경조사 답

부와 민간이 함께 최대 5배를

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

례품, 선물 및 위문품 구입시

적립하여 2천400만원까지 지

해 3년 이내 취 창업시 최대 1

제주사랑상품권 구매를 권장

원받을 수 있다.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하고, 각종 회의수당 및 시상

그리고 적립도중에 탈수급

가입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

금 지급 등을 상품권으로 의무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에 3개월 이상 성실 참여하고

화하는 등 제주사랑상품권 구

150%이하면 가입유지 할 수

있는 자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제주시는 전통시장을 대상으

시장(10개 상설시장, 4개 오일

매 촉진 노력도 펼쳐나갈 계획

있으며 이행급여특례대상자로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

로 각 부서와의 친구결연을 통

시장)을 대상으로 각 국별, 읍

이다.

2년간 교육 의료급여를 지원

청하면 된다.

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면동별로 친구결연을 체결한다.

받을 수 있다.

문의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매진하기 위해 관내 14개 전통

결연이 체결되면 전통시장

문의 : 제주시 지역경제과 72
8-2821

가입대상가구는 가구 내 총

728-2521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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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사업 본격 추진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11

수정란 이식 고능력 한우송아지 첫 생산
서귀포시가 고능력 한우수
정란 이식사업을 통해 첫 결실

의 숲 조성은 서귀포시 서호동

서귀포시는 지난달 22일 서

등 5개 지구로 나누고, 숲의 특

을 맺었다.

시오름 일대 174㏊에 2014년

성별로 방문자에게 적합한 치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고능

까지 총 50억원이 투입되는 사

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력 한우생산 수정란 이식시범

업으로, 사업 대상지인 시오름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통해 수정란을 이식한

일대는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운

소에서 지난달 26일, 27일 양일

숲과 난대 상록수림이 분포 하

영중인 서귀포 자연휴양림과

간에 안덕면 및 중문동 소재 2

금년도에도 서산소재 농협중앙

고 있어 치유의 숲 최적지라는

지난해 개장한 붉은오름 자연

개소 한우농가에서 우량 한우

회 한우개량사업소와 유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휴양림, 한라산 둘레길을 연결

암송아지 2마리를 첫 생산했다.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정란이

귀포시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치유의 숲에 도입되는 주요

하는 산림휴양, 치유 인프라가

금번 태어난 한우송아지는

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관계 공무원 등 관계자 30여명

시설은 힐링센터, 치유 숲길,

구축되어 명실공이 세계 최고

지난해 농협중앙회 서산한우개

태어나는 고능력 한우의 개체

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 치유

힐링 하우스, 숲 체험장 등 맞춤

의 녹색 휴양도시에 걸맞은 산

량사업소의 고능력 한우에서

별 관리도 병행 추진할 계획으

의 숲 조성 을 위한 기본계획

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마련을

림복지 서비스 기반이 마련될

생산된 수정란을 서귀포시 관

로 수정란 300개를 한우개량사

실시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위한 시설로 용역 보고서에 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 10개소 한우농가 암소에 이

업소에서 공급받아 16개소 한

개최했다.

하면 전체구역을 순수 제주어

식(210개)하여 첫 번째로 생

우농가 암소 300마리에 이식하

산된 것이다.

여 고능력 한우를 지속적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치유

인 모두락, 놀멍, 쉬멍, 산도록

문의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760-3191

한우개량사업의 안정적 추

서귀포시 창업스튜디오 본격 운영
서귀포시는 창업 정보 교류

사업별로는 지식서비스업 3

의 장이자 청년창업 인큐베이

개 사업, 문화컨텐츠업 3개 사

터 역할을 담당할 창업 스튜디

업, 제조업 2개 사업 등 총 8개

오 를 서귀포시 2청사 4층(90

사업이다.

㎡)에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개소했다.

진 등 고능력 한우 사육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생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서귀포시 축산과 7602781

한남정보화마을 발전마을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창업스튜디오 는 창업 공간

서귀포시 한남정보화마을이

1억3000만원에서 2012년 2억

제공과 함께 행 재정적 지원으

2013년 행정안전부 정보화마

8000만원으로 배 이상 증가하
는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 스튜디오 입주자는 지

로 성공창업을 유도하는 시책

서귀포시는 다양한 창업관련

을 운영평가결과 발전마을로

난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사업으로 입주자에게는 창업

사업연계와 주기적인 사업평가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지역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

공간 제공과 회의실 사용, 인터

로 창업 스튜디오 운영을 활성

을 수상했다.

개모집하여 8개 사업 11명(1개

넷전용회선 사용, 창업자금 연

화할 방침이다.

사업 4명 팀 구성)이 최종 선정

계,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받

되었다.

으며 사용료는 무료다.

문의 : 서귀포시 민생희망추
진팀 760-3771

자매결연단체와의

상호교류,

한남감귤정보화마을은 지난

주민대상 전자상거래 교육 등

2004년 조성되어 2012년부터

다양한 사업의 결과로 발전마

상품구성을 다양화 하고 철저

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 품질관리와 고객관리로 전

봄 소풍, 붉은오름자연휴양림으로 오세요!

또 다음카페 블로그 홍보와

자상거래 매출액이 2011년도

문의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
과 760-2271

부패감귤 무단 불법 투기현장 집중단속
관망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3.

휴양림의 넓은 잔디광장과 다

2㎞의 상장성 숲길, 쉬며 즐길

양한 탐방로 시설을 3월부터

수 있는 야외데크평상 32개 등

이 설치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전담 단속반을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

편성하여 부패감귤 불법투기

에 따라 대형(배출량 : 5t 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현장 인근에 소재한 선과장을

상) 선과장은 형사고발을 원칙

학교 봄 소풍 장소로 무료 개방

중심으로 올해 3월말까지 집중

으로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

한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서도 과태료(100만원)를 부

문의 : 서귀포시 붉은자연휴
양림 760-3481

시는 소풍 오는 학생에 대해

최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

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

입장료 면제와 전문 숲 해설가

는 이면도로 및 공한지, 임야

하여 부패감귤 처리의 투명성

를 통한 숲 해설을 제공할 계획

등에 일부 선과장에서 배출된

을 제고할 방침이다.

으로 1일 소풍 가능한 학교 수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감귤을

부패감귤을 5t 이상 배출하

는 2개교로 한정한다.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는 감귤 선과장에 대해서는 사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표선

고,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한 출

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토록

면 가시리 남조로 변에 위치한

하량 조절, 장기 보관 및 기온

홍보하여 올바로(allbaro)시

곳으로 해송 및 삼나무 숲과 천

상승 등으로 부패감귤 발생량

스템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이

연 숲이 우거져 있고, 6030㎡의

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

넓은 잔디광장과 생태연못, 붉

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무단 불

해 나갈 예정이다.

은오름을 오를 수 있는 1.7㎞의

법 투기가 예상되고 있다.

건강등반로, 넓은 제주목장을

서귀포시는 위반 사업장에

문의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760-2941

YK

붉은오름자연

서귀포시는

CM

CM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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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내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공모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 전국 으뜸
박은경 제주 주부모니터, 1월 전국 최우수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영례 모니터가 각각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와 농촌간 교

추가 지원마을은 농어촌체험마을로

류 활성화를 위해 내년 농어촌 체험휴

농어촌체험마을 평가에서 발전가능한

양마을 조성사업을공모한다.

마을 이상으로 평가받은 체험마을에 대

이번에 공모하는 내년도 농어촌체험마

한 개보수 등에 사업비 1억원 이내를 추

실시된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

이번에 채택된 제안내용은 △중

을 조성사업은 행정시별로 신규 조성마

가 지원해 지속적인 체험관광 활성화를

단 평가결과 제주의 박은경씨 전국

국인 방문객을 위한 바오젠 거리

을 1곳, 추가 지원마을 1곳으로 구분해 4

도모한다.

최우수 주부모니터로 선정됐다.

남쪽에 관광안내소 추가 신설 필요

월 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은 그

이는 지난해 12월 오영례 주부모

△읍면동 장난감 이동식 놀이차량

신규로 조성되는 마을 사업비는 3억

동안 신규조성에만 치중돼 있어 사후관

니터의 전국 평정에 이어 2개월째

을 운영해 문화적 혜택을 주자 △한

원 이내로 체험시설, 체험객 편의시설,

리해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실적이

연속 전국 최우수 주부모니터로 선

라산 휴식년제 탐방코스 홈페이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신축, 체험프로그

우수한 체험마을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정된 것이다.

플래시 배너 창에 올려 놓자 등 주부

램 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을 확대했다.

또한 우수모니터에는 전국 25명 중

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20

한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내 18

에 제주에서 강창희, 조영순, 박젬마

대해 정책에 도입할 수 있도록 대안

호 이상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자연부

개 마을이 조성돼 있고 2011년 12월에

모니터가 선정됐고, 장례에는 전국 1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락으로 주민 동의율이 과반수이상인 마

는 애월읍 소길리 풋감마을이 선정돼 방

64명 가운데 서성금, 강명희, 이수열,

문의 : 자치행정과 710-6831

을이며,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10

문자센터, 풋감염색 체험장, 쇠질 산책

억원 이상 체험마을사업으로 보조를 받

로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조성되었다.
문의 : 자치행정과 710-6236

지 아니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파도, 전기차종 다양화
전기차 4대 전기오토바이 5대 보급
탄소없는 섬 가파도내에서 운행하는
전기차종이 다양화되면서 최첨단 전기
차 체험마을로 부각되고 있다.
가파도에는 지난해부터 전기자동차
4대가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6일 전기
오토바이 3대를 전달하고, 이달 중 추가
로 2대를 지원해 명실상부한 탄소없는

2011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된 애월읍 소길리

섬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기오토바이는

파리 보건진료소에서 공공용으로 전기

(주)파워프라자(대표이사 김성호)에

자동차와 함께 마을회로 장기임차 운영

서 기증한 것으로 제주에서는 기증 전

중인 전기자동차 3대 등 총 4대가 운영

기오토바이 전부를 가파도 지역에서 활

되고 있고, 이번에 전기오토바이 추가

용하기로 했다.

보급으로 모두 9대로 늘어난다.

이번에

보급되는

현재 가파도에는 지난해 8월부터 가

아라동, 한라산신제 봉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민권익위 청렴 선도시책 기관 선정
전국 공공기관 청렴문화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 수행

문의 : 스마트그리드과 710-44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민권

증을 통과한 시책을 대상으로 국민

익위원회 2013년 청렴성공 프로젝

권익위원회 청렴포럼(반부패 전문

보목동 하수처리장 인기
트

청렴선도클럽(Clean Cham

pion CLUB) 으로 선정됐다.

가 모임)에서 최종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선도클럽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8일 전국

으로 선정된 기관은 청렴 선도 기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

인 한국공항공사, 청렴 선도시책 기

관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한 청렴

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

선도 기관 및 청렴 선도시책 기관

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이다.

공모 결과, 청렴 선도 기관 1개 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관과 청렴 선도시책 기관 3개 기관
서귀포시 보목동에 위치한 보목하수

등 총 4개 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선도 기관

제주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

처리장이 서귀포시 연안의 자연경관과

한 한라산신제가 지난2일 아라동 산천

조화를 이룬 체육공원화 조성으로 시민

및 청렴 선도시책 기관 은 최근 청

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올레꾼들의 코스

렴도 2등급 이상 유지 및 반부패경

로 각광받고 있다.

쟁력 평가 2등급 이상 기관 중 최소

한라산신제는 탐라국시대부터 유래
해온 명산대천에서 지내는 주민이 안

보목하수처리장에는 테니스장, 배구

1년 이상 추진한 청렴시책이 효과를

녕을 기원하는 대제로 올해는 김형선

장, 어린이놀이시설, 게이트볼장 등이

거둔 경우를 대상으로 해 전국 627

행정부지사가 초헌관으로 제사는 집전

조성됐고, 4계절 꽃동산 조성, 현미경

개 공공기관 중 22개 기관 31개 시

했다.

등 견학장비를 보강했다.

책만이 응모했으며, 서류심사와 검

문의 : 문화정책과 710-3421

문의 : 수자원본부 73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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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새로운 활력이 될 준비를 하며⋯
로, 누구는 산굼부리 억새밭에서 본 몽
환적인 해넘이와 올레길을 걸으며 시름
을 잊었던 힐링을 추억한다.
제주혁신도시에 짓고 있는 국립기상
연구소 신청사는 금년 5월 완공을 눈앞
에 두고 있다.

재

철

있다.
누구는 성산일출봉 넘어 보이는 쪽빛
바다와 노랗게 핀 유채꽃에 대한 기억으

서 된다기 보다는 시간 속에 감춰진 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본진이 이주하게 될 금년 말을 생각하

력과 감내를 통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다.
제주혁신도시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여타 사정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

서귀포의 푸른 바다와 맛이 다른 공기가

지 못한 직원들이 전체에 절반이 넘지만

제주에 대한 로망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

이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

어야 할 과제이다.

새로운 활력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주(濟州)에 대한 로망이

그런데 실체는 막연히 시간이 흘러

있는 곳이다.
우리 연구소도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장>

세상에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다.

당장 5월 청사가 완공에 맞춰 20여명
안팎의 선발대를 보낼 계획이지만 정주

면 머리가 더 복잡해진다.

혁신도시는 한라산의 아늑함에 담겨

남

생각된다.

풀어야 할 현안과제도 있다.

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제주도와 국립기상연

돌아보면 좁은 청사부지도 문제다.

구소의 만남은 분명 성공한 작품이 될
것이다.

제주 도민은 우리를 통해 지역산업이

수용인원 120명 기준으로 지어진 청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사는 현재 모든 연구원들을 수용하기에

그러나 이런 성공을 향해 한걸음씩 내

제주를 찾은 사람은 우리를 통해 제주를

도 빠듯한데, 향후 국제 공동연구 등을

딛을 때마다 이전 기관이 어려움을 극복

깨끗한 곳에서 깨끗함을 지키려 노력하

통해 유입될 외국 연구자들까지 생각한

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위의 관심

는 곳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다면 조만간 별관 신축도 필요할 것으로

과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다.

春 蘭

그믐 인싱
<황 금 녀>
<최창일>

름에 낭섭덜

하늬

뭇 와렴신디
써라
신령스러운 한라산 자락에
햇살이 눈을 녹이지만
숲 속은 잔설을 품고 있다

롯이 과짝 연
오멍싸라
작

한한
성이

칵

에

칵

창문 베옥이
까마귀는 먹이 찾아 울고

굴엄서사

리단

상

안 울럿이 아잔 보난
기리움만 무룩 양

다 보미곡 헐어분 가심인듸도
아닐카라
노루는 난잎으로 허기를 달랜다

엇식 민 시렷 난
부디 숨 쉴

치여

숲 속은 춥고 배고픔은

덜레멍 살

북한 인민과 같다

작산 세월 거저 부처

이여
게 살아십쥬

작산 세월 어시 대기멍 살아십쥬
뭍 짐승에 잎이 끊기고

푼 낸 족 어시

헷벳세 공기세
곱닥

고장덜 공으로 보아시난

뿌리째 뽑혀도

생이소리도 공으로 들어시난

초연하고 청순한 그대로

난더

굿굿한 지존을 지키는 춘란
봄이 오는 길목에

어귓담에
우잣담에
타
하늬

조연助演 같지만
주연主演으로 무대에 서 있는 너

을 나위어신 걸바시라 마씀

인 낭섭덜도
름에 불렴직 불렴직

서산더레 지는 해도
애수룩 애수룩

염서 마씀

꽃샘추위를 희롱하고 있어
다이내믹제주 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 이 면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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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수망리는 제주도 남서쪽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다.
주변 의귀리, 한남리, 신흥리와 맞닿아 있는 중산간 마을로 제주시
에서 자동차로 가면 약 한 시간, 서귀포시에서 가면 약 30분이면 도
착하는 작은 마을이다.
남조로(1118번 도로)와 중산간 도로(1136번 도로), 서성로(1119
번 도로)가 수망리의 중심 수망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터라 마을을
찾기에는 수월하다.

물을 보는 마을 수망리

생명들이 모여사는 생명의 보고인데, 그

이다.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보기 위해 해마
여명이 더불어 사는 마을 수망리.
마을은 대부분 초원지대로 농업인 감
귤농사가 주를 이루며 목축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수망리는 550여 년 전
에 경주 김씨가 돔박낭밧 일대에 들어
와 살면서 설촌하였다고 전해진다.

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문화와 자연 만끽하는 물 라길

188m 높이의 오름은 정상까지 40여
분 걸린다.

물 라길은 약 4.5km의 길이로 자연

800여개의 수직계단을 오르느라 숨

하천 길, 소몰이 길, 푸른 목장 초원 길,

은 턱에 차고 다리에는 알이 배기지만

오솔길, 삼나무 숲 길, 잣성 길의 다양한

넓은 습지인 화구호가 펼쳐져 있다.

모습을 만나는 길이다.

너른 호수의 수초들은 신비감에 더해줘
오르면서의 노고를 보상해 주는 듯 하다.

수망리의 옛 이름은 믈 라 또는 물
우라 무라 로 불리웠다.

가치와 볼거리 가득 수망8경

한다.
돌아 올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수망리의 볼거리는 물영아리만 있는

모습의 길이 앞으로 걷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한다.

것이 아니다.

물영아리 오름 습지 를 품다

주 중산간의 참모습을 만끽 할 수 있다.
물 라길은 시작하면 모두 걸어야

한자로 풀면 水(물수) 望(바랄망)으
로 물을 보는 마을이다.

약 한 시간 반 여를 여유롭게 걸으며 제

얼마 전 수망리 청년회, 부녀회, 마을

짧지만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문화와

회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의 색깔 있는

자연 그리고 무형의 무언가를 가슴으로

그래서 습지 마을일까?

마을 지원을 받아 수망8경과 물 라길

느끼게 하는 길이 수망리의 물 라길인

탐방로 입구에 마을 농산물 판매장을 운

이름에 걸맞게 수망리에 있는 물영아

을 찾아내어 수망리의 가치와 볼거리를

듯하다.

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 사업들을

리 오름이 있다.

구상하고 있다.

더하고 있다.

물영아리 오름습지는 환경부 보호 습

수망8경은 △다양한 오름 군상과 새벽

지이면서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5번

일출이 신비롭다하여 동(東)척(脊)조

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照)일(日) △물영아리오름서 바라보는

마을사업 수익 주민복지로 환원

사리는 특산물로 이미 포장되어 판매되
현길남 청년회장은 수망리에 대해 이

하천과 연못, 늪으로 둘러싸인 습지

눈쌓인 겨울 한라산이 남다르다하여 앙

는 항상 수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수많은

(仰)망(望)설(雪)산(山) △겨울철새들

마을 공동체의 주체적 계획에 의해

이 노니는 풍경이 아름답다하여 홍

서 자립마을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수망

(鴻)유(遊)신(神)호(湖) △여름 물영

리에는 유무형의 자산이 많습니다.

아리 오름 정상에 물이 가득찬 모습이 신
비롭다

하여

영(靈)담(潭)만(萬)경

(頃) △가을 들녘 은빛으로 일렁이는 억

렇게 말한다.

어른들이 계실 때 그것들을 찾아내어
앞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
운 수망리를 만들려 합니다.

추(秋)양

취재차 수망리를 두 번째 찾았을 때는

(陽)은(銀)망(芒) △들녘을 수놓는 고

총회를 거쳐 이미 유승철 회장이 선임되고

사리의 모습이 신기하다하여 세(細)우

현길남 회장은 전직으로 바뀌어 있었다.

새꽃의

향연이

있다하여

(雨)야(野)궐(蕨) △약 25리에 펼쳐진

수망리의 청년들은 활기찼다.

구실잣밤나무 군락이 오월이면 그윽한

수망리의 발전을 위하여 모이는 곳곳

향이 계곡을 가득메운다하여 율(栗)화
(花)만(滿)향(香) △수망계곡이 절경
이라하여

수(水)망(望)하(夏)곡(谷)

수망8경 중에 하나인 세우야궐의 고

에서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진다.
수망리 청년회는 농업회사법인 수망
리청년회(주)를 만들어 물영아리 오름

는 인기 품목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들
은 주민 복지를 위해 쓸 계획이다.
마을 청년들의 이 같은 의지를 공유하
면서 현민철 마을 이장은 수망리를 내
일을 준비하는 마을 이라고 미래비전을
설명했다.
마을 공동체 모두가 주체적으로 계획
하고 만들어 가는 내일이 행복한 마을
수망리.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란 제목의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어쩌면 수망리는 답을 알고 있는 물처
럼 생명들이 평화로운 생태마을임에 틀
림없다.
<고제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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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13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우수축제 마을로 선정

일 시

공연명

3.23(토)

한라윈드앙상블

064-751-1155

19:00

한 일 친선 교류 연주회

일반5천원/청소년1천원

3.27(수)
19:30

조천읍 와흘리 와흘본향당 신과세
제 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추진하는
2013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사업

연락처 및 요금

010-4690-0063

조인트 리사이틀

3.28(목)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19:30

제80회 정기연주회

무료
064-728-3291~3
일반5천원 / 학생3천원

3.29(금)

3.30(토)

광부 소속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뮤지컬 투란도트

공모하여 이 같이 결정하고 향후 2년동

일반7만~3만원/
단체2만원/
청소년1만원

16:00/20:00

사장 이문태)이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 단체4천원
070-8817-6285

20:00

우수축제 마을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

15

3.31(일)

제주색소폰앙상블

010-6891-0550

19:30

제4회 정기연주회

무료

일 시

공연명

안 해마다 400만원의 예산과 홍보를 지
원한다.
와흘본향당 은 제주시 조천읍 와흘
리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와흘리

3. 6(수)

주민들의 생산, 물고, 호적, 장적을 관장

19:30

하는 당으로 와흘한거리 하로산당 또

3. 9(토)
18:00

는 노늘당 이라고도 한다. 당신은 송당

3.17(일)

소로소천국 열한 번째 아들 산신또 로

15:00

사냥을 하는 산신이기 때문에 당굿을 할

3.30(토)~

허튼 굿

제2회 노래하는 나무 공연

사중주음악학원 정기연주회

천원
010-6695-6347무 료
010-2698-2162
무료
011-729-7555

31(일) 11:00/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때 산신놀이를 한다. 처신은 서울 서정

연락처 및 요금
064-722-0129전석 5

13:00/15:00

일반1만5천원/할인1
만2천원/단체8천원

승 따님 애기 로 제단은 본향당 내 동쪽
제주의 마을에는 본향당 이라 해서

을 선정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 발전을

제는 정월 14일(음력)에 신과세제를,

마을의 중심이 되는 신앙처가 있다. 와

위해 와흘본향당 보존관리와 당에서 치

음력 7월 14일에는 백중제를 지낸다. 당

흘본향당제는 과거 제주마을제의 모습

러지는 축제의 원형을 유지 기록하고 널

의 제일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가하는데

이 그대로 잘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리 홍보하는 등 마을의 전통문화를 발전

커다란 팽나무와 함께 진설해 놓은 제물

답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키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에 따로 마련하여 모셔졌다.

이 서로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2005년 4
월6일 도민속문화재 9-3호로 지정됐다.

문의 : 와흘리장 천창석 010-5455-70

천창석 와흘리장은 이번 2013 작은
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사업 우수축제 마

43

일 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3. 7(목) ~

세계문자서예 대표작가

한글사랑서예모임0
10-9838-6724

3.12(화)

제주 초정(서 예)

3.13(수) ~

제6회 제평서각회원전

제평서각회

3.17(일)

(서 각)

010-8884-8885

3.18(월) ~

제12회 미술동인 집 정기전

미술동인 집

3.22(금)

(서양화)

010-4699-0038

3.23(토)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작품 선정

3.27(수)

제40회 백록담전(미 술)

백록담회
010-3119-1639

3.28(목) ~

한라미술인협회 제주전

한라미술인협

4. 1(월)

(미 술)

회010-6700-9755

자파리연구소 죽 쑤는 할망 등 39건 2억25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찾아가는 문화지원활동에 모두 39개의

은 지난 1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

작품이 선정돼 모두 2억2500만원이 지

업을 공모했다.

원된다.

접수된 50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기획

일 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3. 7(목) ~

세계 문자 서예 대표작가

한글사랑서예모

3.12(화)

제주 초정전(서 예)

임010-9838-6724

력과 독창성 등 심사를 거쳐 모두 39개
단체가 최종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자파리연구소
의 죽 쑤는 할망 등 연극 4개 작품에 3
200만원,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의 해

3.13(수) ~
3.19(화)

설이 있는 음악회 등 10개 작품에 5000
만원,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의 찾아
가는 우리가락 좋을씨구 등 국악 12개
작품에 7200만원, 한국무용협회제주시
지부 얼쑤 좋다 우리도 할쑤 있져 등

3.20(수) ~
3.26(화)

3.27(수) ~
4. 2(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에술

제주특별자치도

진흥원 소장작품 서양화전

문화예술진흥원

(서양화)

064-710-7631

기상청 사진전(사 진)

제주수채화협회전(수채화)

제주지방기상청
010-2657-2448

제주수채화협회
010-3693-4251

무용 3개 작품에 1200만원, 한라서예학
회 왕 방 갑서 등 시각예술분야 7개 작
품에 3900만원, 제주문화포럼 제주 신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화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음식문화이야
기 등 문화일반 3개 작품에 20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이달부터 올해

3.23(토)
14:00/16:00

원/A석2만원

3.24(일)
11:00/14:00/

말까지 문화 소외지역과 계층 등을 찾아

16:00

가 지역주민과 문화잔치로 즐거움을 나

3.30(토)

누게 된다.

1566-9597
코코몽 시즌2 - 출동 로보콩 R석4만원/S석3만

13:30/16:00/
19:00

02-516-1607
개그쇼 콘서트

VIP석7만7천원
/R석6만6천원/
S석5만5천원

문의 : 문화정책과 710-3416

YK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하는 2013년도

CM

CM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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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5일 화요일

알림마당

아리랑 라디오

Wonders of Jeju 와 함께하는 생생영어!

A: So the kids are at grandma s house. What did you have

- 2013년 -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교육 과정』운영 안내
미국심장협회(AHA)와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가 승인한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BLS TS에서『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planned, hunny?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 애들은 어머니 댁에 있어요. 여보,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요?)
B: I bought us tickets for Jeju! We re going to paint the town

본 과정은 『심폐소생술 및 AED 교육 이수증』취득과정으로
3시간 동안 실습용마네킨을 이용하여 전문강사에 의해 진행되며 교육신청은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

red!

(www.kacpr.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B: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샀어!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
A: We haven t been out in ages! It sounds like a lot of fun! Let s
go dancing all night and then watch the sunrise at Sungsan
Sunrise Peak!
(A: 우리 이렇게 밖에서 노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
아요. 밤 새 춤도 추고, 또 성산일출봉에서 해돋이도 봐요! )
B: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First thing we have to do is to
get to our flight. It leaves in an hour!

과 정 명 :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과정
운영일시 : 매주 수요일 및 둘째주 토요일 09:00~12:00(3시간)
대
상 : 10세 이상 일반인 누구나
인
원 : 18명/회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소방교육대(아라1동 소재)
교 육 비:무 료
이수증 발급 : 교육이수 및 실기평가 통과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별도의 발급비 입금시 대한심폐소생협회
발행 이수증을 발급 조치해 드립니다.
※ 이수증 발급비 : 12,350원(이수증 발급비 : 10,000원, 우편배송비 : 2,350원)

(B: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비행기부터 타러 가요. 한 시간 안
에 출발 하거든요!)

배송시 대한심폐소생협회 간행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책자가 함께 발송됩니다.
발급비는 교육 종료 후 현금납부 및 익일한 아래 계좌로 입급해 주십시요.
입금 계좌 : 농협 937-12-438182(예금주 : 오건영)
반드시 교육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 육 신 청 :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www.kacpr.org)에서 온라인 접수 합니다.

<<오늘의 표현>>
paint the town red 라는 표현은 밤새도록 즐겁게 놀다 , 또는 흥청망
청 쓰며 놀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도에서 신
나게 놀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말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 회원가입 → 소식/교육/행사click → 교육일정(일반인과정)click → 희망하는 교육
일자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click → 공지문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click
(신청완료) → 본인의 메일과 핸드폰으로 교육신청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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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자가 4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양해바랍니다.

아리랑라디오: www.arirang.co.kr

교육당일 매트 위에서 실습이 진행되오니 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하여 주십시오.

교육당일 교육시작 10분전 교육장 입실바랍니다.
4인 이상 단체교육 희망 시 별도교육 가능하오니 전화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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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의 : 소방교육대(064-710-3596) 또는 ogy2193@korea.kr

한라산국립공원 3월부터 입산 및 하산 시간 조정

각 코스별 입 하산 통제시간 30분 2시간 연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봄철인 3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탐방시간을 연장하여
탐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산 및 하산 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키
로 하였다.

산

춘추절기
(3 4 9 10월)

하절기
(5 6 7 8월)

매표소

12:00

14:00

15:00

13:00

13:30

14:00

통제소

12:00

14:00

15:00

성 판 악 코 스

진달래밭통제소

12:00

12:30

13:00

관 음 사 코 스

삼각봉대피소

12:00

12:30

13:00

어 승 생악 코 스

매표소

16:00

17:00

18:00

돈 내 코 코 스

안내소

10:00

10:30

11:00

윗세오름

15:00

16:00

17:00

동능정상

13:30

14:00

14:30

남벽분기점

0

14:30

15:00

영

하

동절기
(1 2 11 12월)

윗세오름통제소

어 리 목 코 스
입

산

통제장소

실

코 스

YK

계절별
코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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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