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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추석특집을 맞아 24면으로 증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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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7대경관을!

제주 Very Good!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시 이도1동>

<제주시 화북동>

<제주대학교 대학원생>

마음을 모아 주세요
오는 11월 11일 세계7대자연경관으
로 선정된 7곳이 발표된다.
7곳은 전 세계인의 투표 이벤트로
결정된다니 대한민국 국민의 열정을
보여줄 때다.
6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제주도정신
문 다이내믹제주 에서는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기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메시지를 실을 계획이니 참여를
원하는 분은 전화(064-710-2053)나
이메일(dynamicjeju@jeju.go.kr)
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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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좋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대한민국의

오 늘 도, 내 일 도 난

GG 를 외

친 다.

오는 11월 11일은 제주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

나뿐만 아니라 대학생, 젊은이들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 투표 릴레이가

도 very very Good~~~!!! 11월 11

제주가 7대자연경관에 반드시 선정되

세계 브랜드 섬 대한민국 제주 로 만

일까지 계속 Good! 그 이후엔 더욱

기를 기원하며 투표에 힘을 쏟고 있습

더욱 Good!

니다. 그날까지 힘내세요 제주!

꿈! 우리손에 달려 있습니다.

들 수 있습니다. 제주 화이팅!

대한민국 Good~!

7대경관

2011년 9월 5일 월요일

외국관광객 전년대비 16% 상승 관광객 유치효과 커
해외후보지도 관광객 급증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세계7대자연
경관 이벤트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또 제주와 함께 후보지에 오른 다른
지역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사

기 위해 찾은 탐방객은 8월 21일 현재

관광객이 급증했고, 독일도 검은숲이

150만2,918명을 달성했고, 이같은 수

인기를 끌며 관광객 증가몰이를 하고

치는 작년 10월 2일부터 43일, 2009년

있다.

12월 6일부터 무려 107일이나 앞당겨

실을 입증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제주를 찾은

하롱베이를 앞세운 베트남도 지난 한

외국인 관광객은 57만8천여명으로 전

해 동안 504만9천여명의 외국인 관광객

년대비 16%정도 상승했다. 특히 7월에

을 유치해 전년에 비해 34.8%의 신장율

는 12만2천여명이 방문해 한 달간 제주

을 보였다.

방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한 필리핀도 지난 한해 무려 50% 이상

모허절벽을 보유한 아일랜드도 관광

졌다.

일출봉 탐방객 150만

탐방객의 대부분은 일반단체가 9만여
명, 개별관광이 49만6천여명, 학생과 수

세계7대경관 최종 결선 후보지의 대

학여행이 31만4천여명, 외국인 38만6

표 명소인 성산일출봉이 홍보효과에 힘

천여명, 도민과 경로우대자 등 무료입장

입어 탐방객이 150만명을 돌파했다.

도 21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제주관광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객이 2009년 28만9천명에서 2010년 34

바다의 궁전으로 불리는 일출봉은

특히 관광객 수용태세 설문조사에서

것은 제주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

만5천여명으로 19% 늘었고, 제이타동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이며

중국인이 가고싶은 곳으로 일출봉이 선

왕 달성뿐만 아니라 7대자연경관 선정을

굴이 있는 레바논도 157만4천여명에서

대한민국 자연생태관광 명소로 알려

정되는 등 7대경관 홍보에 힘입어 성산

위한 홍보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185만1천여명으로 17.6% 증가했다.

졌다.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을 보유

명소 중의 명소인 성산일출봉을 보

일출봉이 국내 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YK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 자체가
제주관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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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 뿐인 기회!

7대경관 도전 멋진 일

양식수협인들이 응원!

그날을 기대하며~

<제주관광학회 총무이사>

도 문화관광해설사회 사무국장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

제주가 세계7대경관에 도전하는 것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반드

제주관광 브랜드의 글로벌화,해외관광

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꼭 선정될 수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식수협 조합원

객 증가 등 경제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저희들이 관광

이 앞장서겠습니다.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세계로

의 현장에서부터 힘을 보탤게요. 제주

웅비하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에 기쁜

가 꼭 7대경관에 선정되어 세계의 보

마음으로 모두 투표에 참여합시다!

물섬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21C 지구촌의 탐라국.
기대하는 2011년 11월 11일 환호
작약의 그날을 불철주야 기다리겠습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 화이팅!

니다.

7대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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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예술가 홍보대사로

청소년 발전 프로젝트 해외 테마체험단

될 것을 확신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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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프로그램 열기

청소년들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폴과 태국에서 제주의 세계7대자연

전화투표 기탁 이어져

경관 선정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화투표 기탁에 도내 각급 단체들의

베트남 여성의 제주사랑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진출

유일의

출봉에서 막이 올랐다.
이 프로그램은 N7W공식후원사인

국제환경단체인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케이블TV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제2 고국 사

ICLEI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

XTM의 Guys Make Wonder 로 진

랑이 7대경관 투표 기탁으로 이어져 화

사무소(대표 진대식)에서 전화투표 1

행된다.

제가 되고 있다.

만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센터

이 프로그램은 1차로 8월 29일부터 9

장 감상규)에서 1만5천건, 제주특별자

월 3일까지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천제
연 등 제주도 주요 명승지에서 7대경관

파란눈의 선비로 잘 알려진 독일인 학

지난달 14일 제주향교에서 효행상을

국학자이며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받은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차우럼덴씨

치도의제21협의회(상임의장

석좌교수인 베르너 사세, 춤 명상가 홍

가 시상금 10만원 전액을 7대경관 투표

에서 1만건을 기탁했다.

신자 부부가 제주 세계7대경관 홍보대

를 위해 기탁했다.

사로 위촉됐다.<사진>

7대경관 투표참여를 주제로 진행되는
리얼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29일 성산일

차우럼덴씨는 지난 2008년 혼인과 동

김태성)

홍보를 위한 촬영이 진행됐다.

또 2011년 사)제주관광학회(회장 오

2차는 9월 중순경 제주비경을 중

상훈)에서 하계학술대회에서 현장모금

심으로 항공촬영이 예정돼 있고, 3차

을 통해 6,190건을 기탁했다.

는 마지막 미션수행을 통해 최종우

베르너 사세씨와 홍신자씨 부부는

시에 제주에 거주하며 두 자매와 나이가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기원

많으신 시부모, 어린 조카 자매까지 맡

원자력을 이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승자를 선발하는 이벤트로 시민들에

하며 제주의 풍경 및 다양한 고유문화를

아 양육시키며 효를 실천하고 있어 201

여성모임에서 30만원, 제주어류양식수

게 현장투표를 유인하는 내용으로

가진 제주도가 오는 11월 반드시 선정되

1년 제주향교 효행상을 받았다.

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평전)은 12만

진행된다.

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 고 밝혔다.

7대경관 범도민위 관계자는 이를 계

1,200건(2천만원)을 기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프로그램 MC인

이들 부부는 작년 9월 제주돌문화공

기로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을 제2 고국

도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도 모금활동

가수 문희준, 방송인 안혜경, 개그맨 양

원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홍신자씨는 결

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 여성들과 외국

을 통해 1차 모금한 101만원을 기탁했

세형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도전자 1

혼 후 한림으로 이주해 살고 있을 정도

인들의 투표 참여가 확산돼 11월 11일

고, 앞으로 3차례 더 투표기탁금을 모금

5명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진

로 제주에 애정이 많다.

제주가 반드시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

해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래>

해외에서 제주 투표
영국에서 투표활동이 전개됐다.
범도민추진위원인 김용이 대국해저
관광(주) 대표가 지난 7월 23일부터 8
월 15일까지 영국에서 현지교포 언론사
대표 7명을 위원장을 대신해 홍보위원
으로 위촉하며 득표활동을 벌였다.
WCC추진기획단은 호주 브리즈번
퀸즈랜드

대학에서

개최된

2011

IUCN 오세아니아 지역 포럼 에 참가
해 N7W 투표활동을 전개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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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150여 개 업체, 2,000여 품목⋯10일까지 판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맞이

축산품을 비롯한 가공식품, 향장품 및

권 등)지급, 행운을 잡아라(방문고객에

로 제주기업의 매출 증대와 어려운

하여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

공예품 등 2,000여 품목을 선물용과 기

게 다트판을 이용한 당첨자에게 제주특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는 풍성하고 따

2일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제주특

념품으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품

산품 제공), 쇼핑지원금 이벤트(2십만

뜻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2011 제주특산

목별로 최대 20%까지 할인행사를 실시

원 이상 구매고객 선착순 50명에게 만원

제작하여 각급 기관 단체에 배부하

하고 있다.

권 상당 상푸무건 지급) 등 다양한 행사

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네비게이션

가 펼쳐진다.

광고 등 온(e-jeju몰) 오프라인 광

산품 전시판매장에서

품 전시판매장 추석맞이 특별이벤트 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택배

이번 행사는 현재 전시판매장에 입점
해 있는 150여 개 업체가 참여, 농 수

비 50%지원, 최고 구매고객 및 기관 단

도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

체에 사은품(LED TV, 제주사랑상품

은 물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고를 통해 다양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경품 행운도 잡고!
제주사랑상품권 고객 사은행사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게시)

대형유통점 과다입점과 경영환경 열악 등으

경품권은 1만원 10만원 구입시 1매을 증정

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등 서민경제

하며, 10만원이상일 경우 10만원당 1매를 추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용 촉진 전개 및 푸

가 증정한다.

짐한 제주사랑상품권 고객 사은행사 를 실시

△1등 - 1명, 드럼세탁기 1대(100만원상당)

한다.

△2등 - 3명, LED TV 각 1대(50만원상당)

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한 고객들에

△3등 - 25명, 제주사랑상품권 각 20만원

게 고마운 뜻을 전하고, 상품권 판매 확대를

△4등 - 75명, 제주사랑상품권 각 10만원

통한 전통시장의 풍성한 추석명절 분위기 조

△5등 - 100명, 제주사랑상품권 각 5만원

성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한편 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

달 2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8일간 전통시

터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을 150억원에서 매년

장 이용 촉진 기간 을 운영하여 상품권 사은

25억원씩 증액하기로 했다.

행사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상품권 사은행사 기간(8.22～9.18)
에 집중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행정시, 상인회
연합이 합동으로 캠페인 전개, 전단지 홍보를
통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상품권을 구매하
여 추석절 준비 및 성수품 구매시 전통시장을
이용토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동안 제주사랑상품권 1만원이상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공개 추첨
하여 204명에게 2천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
을 지급할 계획이다.(제주은행 및 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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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잘하면 에누리에 덤까지 인정이 넘친다.
가격이 저렴해 주머니가 가벼워도 행복하다.
눈이 즐겁고 입이 푸짐하다.

용담동에 들어선 오일장에는 활력
이 넘친다.

5
05

저기 담장 너머 시장 주변 거리도
장날이어선지 북적거린다.제주에

끝없이 펼쳐진 시장에는 마을에서

서의 오일장은 1910년도부터 들어

느낄 수 있다.

생산된 각종 채소가 즐비하고, 손님과

서기 시작해 관덕정 앞에서 매달 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활력을 느낄

상인이 흥정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력 2일과 7일경에 열리다가 뒤에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잊혀진 고향의 향수를

수 있다.
우연한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구수한 입담과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자유가 넘친다.
마트에도 없는 물건을 발견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에선 흥정의
맛이 있나 보다.
멋지게 차려입고 찬거리를 사러

왁자지껄 신나게 떠들어도 눈치볼일 없다.

나온 아줌마, 잔뜩 멋을 부린 아저씨

있어야 할 것 다 있는 만물상이다.

도 걸음이 흥겨워 보이고, 애기를 업
고 온 애엄마도 유난히 눈에 띤다.

건입동으로 옮기면서 양력으로 바
뀌었다.
용담동 오일장은 74년도에 들어서
82년도까지 운영됐다.
-사진은 20세기 제주시 에서 발
췌.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서문공설시장

동문재래시장 / 제주동문수산시장

제주산 돈육 및 소고기의 맛을 저렴한
가격에 맛 볼 수 있는 서문공설시장.
매일 저녁이면 이곳 식당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말이 필요없는 제주의 대표 명소 동
문 재래시장
싱싱함으로 승부를 건다! 제주동문
수산시장
<강봉수 제주시 공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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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우근민제주도정이 출범한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다.
우근민도정이 출범하면서 계획한 주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6가지 과제로 살펴본다.

수출시장의 다변화

신성장 제조업 등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도 추진하고 있다.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유망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품목별 클러스

기업 5개 업체를 지정하고, 수출기업 3

수출은 제주 경제성장의 위기를 극복

터를 조성해 안정적 물량확보에 나서고,

개를 유치해 체계적인 육성전략에서 나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자리창출, 연관산

해외마케팅을 위한 신흥 틈새시장 개척

서고 있다.

업 동반성장 등 도민소득 향상에 기여한

등으로 다양화해 나간다.

다는 목표로 도정의 우선 정책으로 추진
되고 있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글로벌 관광시

하고 있다.

상반기 제주수출 활기

장 개척으로 제주의 경제영토를 세계적
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출정책의 우선 목표는 수출 1조원
달성이다.
수출 1조원을 달성할 경우 1인당
GRDP는 09년 1,700만원에서 14년 2,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도 7,200명
창출, 2차산업 비중도 09년 4.4%에서 1
4년 6.0%로 확대된다.

수출제주 4개년 프로젝트
이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2014년까지

달러, 2014년에는 8억달러까지 끌어올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중동사태

보스턴 수산박람회, 홍콩 식품박람회,

와 동일본 대지진 등 대외악제 속에서도

베트남 엑스포 참가 등 수출시장을 넓혀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한 1억 7천만불

가고 있다.

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수출목표 4억불의 45%에

이에따른 4대 전략으로 수출유망기업
육성 및 글로벌 역량강화, 수출인프라

수출활동 측면 지원

달하는 것이다.
수출품목도 다양화되면서 장미, 카네
이션 등 화훼류를 비롯해 애완동물용품,

제주자치도는

제주

전자무역(e-

미용스펀지, 캐릭터인형, 네비게이션 등

Marketplace) 사이트를 10월 오픈, 수

93개 품목이 수출되고 있다.

출1조원 시대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지역도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제주전자무역사이트에서는 제주상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등으로 다변

품만을 등록 관리하고, 홍보콘텐츠 제

화되고 있다.

작 및 운영지원, 바이어 매칭이 용이하
며, 바이어 연결시 무역전문가 응대 지

수출인프라 조성

리고, 110여개의 수출기업을 2014년까
지 300개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오사카 Buy-Jeju 물산전에 48
개 업체에서 78개 품목이 참가했으며,
중화권 유통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수출제주 4개년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기존 3억달러의 수출규모를 올해 4억

아울러 수출시장 개척 지원에도 노력

원 등 온라인으로 무역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 수출기업의 시장개척 활동을 위한

이같은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
해 수출관련 조직이 신설되고 협력 네트
워크가 확충됐다.

노력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과 고용관
계와 생산유발효과 등 연구도 추진할 계

확충 및 수출전략상품 개발, FTA시대

지난 1월 수출진흥본부가 신설된 이

신흥 틈새시장 개척, 선진 수출지원체

후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 유치, 기술

제주자치도는 공격적인 해외마케

계 구축이다.

보증기금 평가전담팀 유치, 삼성물산과

팅 사업 지원과 FTA활용 정보 제공

인도네시아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교육강화, 수출기업 탐방 정기화 등

등 협력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다.

을 통해 수출신장세를 유지해 나갈 방

또 수출정책을 기존 가격조절 수단에
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로
전환 추진하고, 주요품목도 향토자원과

또 미 중 일 러 주한대사 등과 경제

획이다.

침이다.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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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통시장 5개소에 배치했다. 도우미
는 9월 현재 16명이다.
통역안내 도우미를 현지출신 다문
화가정으로 배치해 여행객은 물론 결

피니투스(INFINITUS)사가 지난 7월

혼이민자들의 정착생활에도 기여하고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2,3

있다.

00명 규모의 인센티브 투어행사를 개최
했다.

크루즈 관광 거점지역
외국인관광객 증가세
국제크루즈를 이용해 제주를 찾는 외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관광객

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만명 실현으로 세계인이 찾는 국

올들어 8월까지 제주기항 국제크루즈

제자유도시 제주 기반구축에 나서고

입항 횟수는 50회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있다.

66% 증가했다.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외국인 관광객 1

이를 통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도 4
만1,496명으로 전년보다 20.2% 상승
했다.

00만명, 12년 130만명, 13년 160만

이는 지난 5월 (주)오리엔탈크루즈

명, 14년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를 모항으로

있다.

국제크루즈선 유치에 나서고 있고, 제주

특히 매년 성장속도를 더해가는 중국
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올해 중국인 관
광객만 60만명, 2013년에는 12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제주모항 크루즈가 취항하

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6.7%나

이 가능한 제주관광 통역 어플리케이

업 우수 판매사원 1만1,200명이 오는 1

션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고, 전국 최

3일부터 28일까지 8차에 나눠 3박 4일

초로 제주관광 클린카드제를 도입해

간 일정으로 제주 투어행사를 갖는다.

송객수수료 지급 방법 선진화에도 앞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

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도해양개발과 710-3226

있다.
중국과 일본 인터넷 전문 블로그를 개

증가했다.
이는 해외로 정기 직항하는 항공노선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육성하기 위해

이 취항되고, 전세기노선 등이 확대되

대규모 기업 인센티브 투어단 유치에 힘

며, 대규모 기업체 인센티브 유치도 한

을 쏟고 있다.

세계섬관광정책포럼 개최

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C-trip.com

세계섬들간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방

과 상하이 지하철, CCTV 등에 제주 이

안을 모색하고 제주관광을 홍보하기 위

미지를 알리는 광고도 해나가고 있다.

한 제15회 세계섬관광정책(ITOP) 포

도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홍보단을 구
성해 SNS 활용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럼이 이달말 제주에서 열린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롯데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ITOP포럼에

외국인관광객 수용 인프라 확충

서는 15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관계발
전을 지향하고, 환경수도와 국제회
의도시 제주의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수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마케팅

장서고 있다.

주관광 온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면 100회 10만명이 제주를 다녀갈 것으

8월말까지 내도관광객 574만명 가운
데 외국인 관광객은 59만4천명으로 지

또 중국 일용품 유한공사인 바오젠기

-상해 정기크루즈선 입항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스마트폰으로 한국어와 영어 중
국어 일본어가 쌍방향 동시 통 번역

이다.
이번 ITOP포럼에는 △대한민국
(제주도) △일본(오키나와) △중국

중국인 관광객 전문음식점을 서귀포

(해남성) △인도네시아(발리) △미

시와 제주시에 각각 1곳씩 2곳을 운영

국(하와이) △태국(푸켓) △탄자니

하며 중국인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아(잔지바르) △스리랑카(남부도)를

있다.

비롯해 옵저버로 △필리핀(세부) △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쇼핑하는데 불
편함이 없도록 외국인 통역안내 도우미

말레이시아(페낭, 신규참가)가 참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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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침이다.

단지 내 풍력발전기 사이에는 가두리
양식 시설을 설치해 고급어류 양식산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인

제주 해상풍력 개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조성된 제주
는 세계적인 스마트그리드 도시로 도약
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지정된 것은 세계에서 제주가 처음이다.
구좌읍 일대를 중심으로 한 실증단지
는 2008년 12월에 조성돼 2013년까지

업 을 육성함으로써 수출1조원 달성에
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원인 바람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상풍력

스마트워터 전기자동차 보급

개발이 추진된다.
제주의 해상풍력개발은 2030년까지
9조원을 투자해 2,000㎿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스마트워터 사업도 우도
에서 이미 실증연구에 들어갔다.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한 해수담수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2019년까지

화는 저렴한 가격에 바닷물을 일반 용

168개 업체가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1,000㎿의 인증 실증발전단지를 개발

수로 활용할 수 있고, 천연암반 지하

활용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해 전력공급의 60%를 신 재생에너지로

수의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제주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선도지역

대체한다.

있다.

2,395억원이 투입된다. 12개 컨소시엄

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종산업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 신산
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업 소득 창출
등이 기대되는 점이다.

그리고 2단계로 2030년까지 1,000㎿

도는 두산중공업, 경원대와 작년 11

를 개발해 전력공급의 90%까지 신 재

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시설 설

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치 등을 추진중이며, 성공적인 실증결

풍력기술개발과 해저케이블, 전력계

과가 나타나면 저렴한 수자원 확보와

그동안 실증단지에서는 스마트미터

통 등의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며

플랜트 부품제조 기업 육성이 가능할

기와 태양광 등이 2100가구에 설치돼

풍력의 공공자원 관리와 해상풍력개발

전망이다.

전기료 20%가 감면되는 효과를 누리고

의 수출 전진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이 제
주전역에 공급돼 135기가 운영중이다.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실증지역이 제

추진 과정에서 신 재생에너지 발전

아울러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을 선도
할 도시로 제주를 선정했다.

기금 확보 등 발생이익이 도민에게 환원

이와 관련해 2014년까지 전기자동차

되고, 지역주민 소득 증대사업도 기대

320대, 충전기 337대가 보급 예정이고,

된다.

도내 렌터가 일부를 전기자동차로 전환

주시 지역 아파트 2개소 4개동으로 확대

총 사업비 가운데 50% 정도가 설비

되고 있고, 스마트그리드 제조기업 기술

투자비 등으로 제주지역 투자로 직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다른 지자

개발 등 16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견인 역할을

체와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해 안정적인

하게 된다.

에너지 공급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청정

특히 2014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를 앞두고 제주는 이미 선점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형 거점지구 모델수립과
관련부처 협의를 추진해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

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한국전력

제주에 녹색환경을 지속하기 위해 내년

기술과 국내 최대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10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감축하고, 관광객 유입증가에 따른

3㎿급 34기 총 102㎿규모의 풍력발
전단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계획도 세울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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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2만개 창출

9
09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올해 자금지원 목표는 5,000억원.

갖출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시책을 최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도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구조적으로 고용창출력
이 낮고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1차와 3차산업의 비중이 95.6%로 매
우 편중돼 있고, 사업체 규모도 10인 미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연중 수시로 접수받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등
에 지원해주고 있다.

만이 93%에 달할 정도로 매우 영세하다.
민선5기 제주도정은 향토자원 5대

올해는 사회적기업 20개 기업을 지

성장산업, 신성장 4대 제조업 등 산업

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200개 창출을

육성을 통한 일자리 2만개 창출에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건비 지원과 경영컨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일자리 2만개

팅, 사업개발비 지원 등 행 재정적 지

달성을 목표로 고용율은 68%, 실업률

원을 강화하고 있다.

2% 이하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프랜차이즈 육성
제주자치도는 청정제주의 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시장에 안정적으로 유통시
키기 위한 제주형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형프랜차이즈 사업을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은 모두 26개

연도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보면 작년

추진할 가맹본부로 △제주살레 △흑다

소로 이중 12개소는 올해 신규로 지정

1,100개에서 올해 3,100개, 12년 3,200

돈 △흑돈가 △제주돈가 등 4개 업체가

됐다.

개, 13년 5,600개, 14년 7,000개이다.

제주형프랜차이즈육성위원회에서 확정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200명에
이른다.

주요 사업 내용은 향토자원 5대 성장

됐다.

산업, 신성장 4대 제조업 등을 육성하

도는 이들 4개 가맹본부에 각각 550

그리고 읍면설명회 등 사회적기업

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국제자유도

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시설개선과 브

도민홍보 및 제품우선구매 확대를 지

시프로젝트 추진, 청년희망프로젝트,

랜드 디자인 개발, 간판 등의 정비를 할

원하고 있다.

해외인턴 파견 등 청년일자리 확충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1사1사회적기업 자매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형프랜차이즈는 제주지역의 향토

연을 통해 프로보노( Probono)단 6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개최

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8명을 발족하고 전문 지식이나 서비

를 통한 각계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있

을 육성해 제주산 특산물 소비촉진은 물

스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

고, 앞으로 매월 일자리 추진실적 점검

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췄다.

과 신규사업 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사회

했다.

적기업 100개 지정, 일자리 1,000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제주자치도는 청정 제주산 제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를 인증해 대도시 소비
자들에게 업체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자립기반 구축 지원강화로 사회적

가짜 제주산 판매업체와 차별화를 보
장해 주는 대신, 가맹본부는 제주특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자

도내 중소기업체에 저리 중소기업육

품 판매 촉진과 제주도정 및 제주특산

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 홍보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

방침이다.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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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조수입 7천억 시대

1차산업의 새로운 혁신

및 사업화 협약을 맺고 프리미엄 맥주
제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 5종의 시제

약용 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생산
과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산 감귤유통 처리 결과 감귤

청정1차산업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조수입은 6,68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삼기 위해 원종장 중심의 씨드밸리

5종의 시제품은 올해 처음으로 수확

식 의약품과 화장품 개발을 비롯한 아

기록했다.

조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

한 백호보리로 유럽 전통방식에 따라

열대 약초 파워브랜드 개발, 관절염 치

상위 미니씨감자 200만개 생산공급 및

맥아, 물, 호프 3가지만 이용해 제주맥

료제 및 항암소재 의약품 임상실험 등

자급화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주의 맛과 색깔, 향 등을 차별화했다.

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 조수입을 올
렸던 지난 2006년 6,603억원의 기록

품 개발을 1차 완료했다.

을 갱신한 것으로 감귤 조수입 7천억

성산과 표선, 구좌지역에 친환경

제주맥주 시제품은 내년 4월까지 최

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

농업을 규모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

종적으로 완성해 상품화해 나갈 계획

했다.

주동부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유치

이다.

이처럼 작년도 감귤 조수입이 높을
수 있던 요인은 노지감귤 생산량이 48

가 확정돼 2013년까지 60억원이 투
자된다.

제주자치도는 아울러 제주화산암반
수를 세계적 프리미엄 브랜드로 사업

만톤으로 적정 생산되었고, 유통기간

종축산업 전략 기지화가 추진돼 가

화해 나가고, 우수한 물 유지를 위한

내 적정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소비시

축유전자원 멸종위험군인 제주흑우 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장에 공급되면서 감귤가격이 지속적으

존 증식이 추진되고 있고, 말산업육성

나간다는 방침이다.

로 좋게 형성되었다는 분석이다.
또 출하초기부터 감귤농가와 생산자
단체, 상인단체에서 철저한 품질관리

발전단이 구성돼 말산업특구 지정 추
진과 관광상품 개발 자원화에도 나서
수산종묘 품종개발과 양식생물 질병
예방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상품화율을 높여 가격상승 요인으로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제주 지하수와 백호보리로 만든 고

사상 최대의 조수입을 올린 지난해

품질 맥주가 첫 선을 보인다.

자, 구매연계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
는 점이다.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화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고품질 감

향장품 식품기업을 유치해 화장품
기술을 고도화해 고용창출과 직접투

작용했다.

가다.

제주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
된다.

과 등 가공용 수매를 통한 수매격리로

산 감귤생산으로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

고 있다.

를 통해 초기 가격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비상품과와 1번과, 중결점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과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지역맥주

귤 적정생산을 위한 1/2간벌과 휴식년

상품개

제 사업 등 목표도 초과 달성함에 따라

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품질관리만 철
저히 한다면 감귤조수입 7천억원 달성
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감귤재배 농업인의 자발적
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병해충 방
제, 부피방지, 착색촉진을 위한
칼슘제 살포에 노력해줄 것과 비
상품감귤 유통근절 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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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득표활동에 올인한다는 계

했다.

화 등 국제환경 이슈에 선도적인 역할

도 본청과 행정시, 도내 외 유관기

어 민속자원 발굴 전파에 주력하며,

을 하는 곳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세계인의 투표로 아름다운 자연경

관 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투표자율 목

탐라문화권 정립 국책사업을 건의해

표제를 운영하며, 투표 경품 이벤트도

제5차 문화권 유적정비 사업도 포함

진행중이다.

지속한다.

예정이다.

전 세계 28개 최종 후보지들을 대상

업무협약 기관, 단체를 활용한 투표

으로 문자, 전화, 인터넷 투표를 합산

활동을 강화하고, 방송사 등 언론매체

해 오는 11월 11일 최종 7개 지역이

를 통한 대국민 투표참여도 강화할 계

벤트다.
제주는 지난 2007년부터 도전하며
동북아의 대표주자로 최종 관문만을

의 국격과 청정제주 브랜드 가치 상승

2012 WCC 성공적 개최

단 한번 뿐인 기회, 탐라 천년의 새

환경 올림픽 세계자연보전총회(이

역사를 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십시

하 WCC)가 내년 9월6일부터 15일까

일반 투표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지 열흘간 제주에서 열린다.
지구환경문제 전반에 걸친 논의의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

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청정

청정자원 보전 기틀 마련
제주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사유곶자왈을 본격 매입하면서 2

획이다.

앞둔 상태다.
제주가 도전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생물다양성과 기후변

제주학연구센터를 설치해 역사 언

획이다.

관 7개 지역을 선정하는 프로젝트가

세계7대자연경관 으로 선정되는 이

11

013년까지 250ha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곶자왈 생태도립공원도 대정읍 일대
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중이다.

장을 제공하는 WCC총회는 국제사회

제주를 대표하는 여행상품인 올레

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한 환

와 거문오름 탐방로, 한라산 등을 활용

경회의다.

해 제주를 순환하는 생태탐방로도 조

제주 상품 수출 및 투자확대로 교통과

탐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

특히 이번 총회는 동아시아 지역에

식당, 숙박 등 제주경제 성장에 새로운

리 문화의 긍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서 최초 개최되는 것으로 180여개국,

도시정책에도 경관과 생태, 디자인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활발하다.

1,157개 단체, 1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

을 통합한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

벌써부터 7대자연경관 도전 홍보효
과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대비 15.9
% 상승했고, 후보지를 보유한 베트남,
아일랜드, 레바논, 필리핀 등 다른 나
라도 관광객이 증가추세다.

우선 탐라문화제 50주년을 맞아 올

성한다.

해 해외속 제주도민을 찾아가는 탐라

또 세계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능한 녹색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

문화제가 열렸고, 내년부터는 가칭 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구환경

관리계획 수립시 녹색주차장이나 빗

탐라전이 열린다.
이를 위해 대탐라전 준비 조직위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11일

또 국가지정문화재 복원정비에 141

까지 반드시 제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억원을 투자하고, 문화재지정도 확대

전반에 대한 논의하는 세계리더스담

물이용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저탄

화 (World Leaders Dialogue)가

소 녹색도시 조성계획도 추진할 계획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이다.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녹색선진국으로

YK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

추석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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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추석연휴 종합대책 마련 ⋯ 물가 민생안정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추석 을 맞이해 귀성객과 도민들이 훈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광숙박업

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민 생활

체의 숙박요금 법규준수 여부, 편의시

과 밀접한 성수품 등 추석 물가관리 및

설 점검 및 투숙객에 대한 종사원 친절

민생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 추석

도 확인 등 현지 지도 강화 및 관광상황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실,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으로 추석

우선 추석절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

연휴 관광객 불편 제로화에 나설 방침

활 안정과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를 위

이다.

해 제주사랑상품권 경품 대축제(8.22～

이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예방과 비

9.18) , 추석맞이 제주특산품 할인판매

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재해 재난상

행사(8.30～9.10) 와 도 및 행정시 등

황 관리태세 강화(24시간 상황 유지)

도 산하 전 직원이 자율 참여하는 전통시

△특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재래시

장 가는 날 , 정보화마을(인빌쇼핑 http

장 상가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 점검 △

://invil.com) 특산품 할인전 , 중소기

도매시장, 소매시장, 쇼핑센터 등 판매

업 이제주몰(e-jejumall)할인 판매 ,

시설 등을 계속 점검 △도, 행정시별 진

추석맞이 내고장 특산물 선물하기 등을

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황

다양하게 전개한다.

도 단속을 실시하며, 근로자의 생계안

도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유지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

또 지난달 22일 추석대비 물가대책위

정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들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특

운영 △보건기관의 비상방역 근무 및 연

원회를 개최, 2주간(8.29～9.11)을 추

(8.27～9.10)을 설정, 운영 및 각종 공

별수송대책 기간 및 특별수송대책 상황

락체계를 강화한다.

석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공사 대금(선금, 기성금 등)과 물품

실을 운영, 여객 수송상황 파악과 주요

이밖에도 쓰레기, 주 정차, 하수도 등

종합상황실을 설치, 도 행정시 민간 소

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행정지도에 나

노선 운행 증편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3대 생활불편 민원 해소대책반을 읍면

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추석물가 합동지

선다.

첨단교통(ITS)센터 상황실 또한 24시

동별로 운영하기로 했다.

2011 추석 연휴(9월 10 11 12 13일)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구
도 종합상황실

관광상황팀

운영기간 : 2011.9.10(토)~9.13(화)

분

연락처
자치행정과(도)

710-6833

제주안내 120콜센터

120

관광정책과(도)

710-3312

제주국제공항(관광협회)

742-8866

관광객불편신고센터(도)
보건위생과(도)

비상진료팀

728-4010

제주시 서부보건소

728-4111

제주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도남동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제주한라병원

740-5000

연동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중앙병원

720-2000

일도2동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한국병원

750-0000

삼도1동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한마음병원

750-9000

이도2동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제주대학교병원

717-1114

아라1동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제주의료원

720-2222

아라1동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제주한방병원

729-5000

이도2동

09:00-15:00

10:00-13:00

10:00-13:00

10:00-13:00

탑동365의원

756-3650

삼도2동

09:00-23:00

09:00-23:00

09:00-23:00

09:00-23:00

파랑새의원

711-8042

연동

09:00-22:30

09:00-22:30

09:00-22:30

09:00-22:30

연동365의원

746-8822

연동

09:00-23:00

09:00-23:00

09:00-23:00

09:00-23:00

서해산부인과

758-8866

일도2동

09:00-17:00

09:00-13:00

응급분만

응급분만

다나산부인과

702-1186

일도2동

09:00-16:00

09:00-12:00

응급분만

응급분만

예나산부인과

748-0088

용담2동

09:00-16:00

응급분만

응급분만

응급분만

에덴산부인과

748-9400

노형동

09:00-16:00

응급분만

응급분만

09:00-12:30

365제주의원

723-8275

이도2동

06:30-22:30

08:30-22:30

08:30-22:30

08:30-22:30

동부보건소

728-4180

구좌읍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우도보건지소

728-4250

우도면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제주 서부보건소

728-4141

한림리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추자보건지소

728-4227

영흥리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서귀포의료원

730-3105

동홍동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서귀포열린병원

762-8001

동홍동

09:00-24:00

09:00-24:00

09:00-24:00

09:00-24:00

서귀포보건소

760-6071

서홍동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중문보건지소

760-6061

중문동

진료안내

진료안내

09:00-18:00

진료안내
08:30-12:00(응급분만24시)

09.13(화)

서귀동

08:30-13:00(응급분만24시) 08:30-12:00(응급분만24시)

응급분만

733-3346
763-8889

서귀동
서귀동

09:00-16:00
09:00-11:00
09:00-12:30(응급분만24시) 09:00-11:00(응급분만24시)

09:00-11:00

710-2413 F)710-2419

정안과의원
현대산부인과

10:00-12:00

교통항공정책과(도)

응급분만

09:00-12:00(응급분만24시)

동부보건소

760-6132

남원리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ITS센터

710-6278

서귀 서부보건소

790-6231

하모리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안덕보건지소

760-6261

화순리

진료안내

진료안내

09:00-18:00

09:00-18:00

약 국

전화번호

소재지

09.10(토)

09.11(일)

09.12(월)

09.13(화)

메디팜월랑약국

742-9770

노형동

09:00-16:00

13:00-19:00

18:00-23:00

13:00-19:00

한라프라자약국

749-0654

노형동

08:30-21:00

08:30-12:00

08:30-12:00

08:30-21:00

365약국

711-3652

도두1동

07:00-24:00

07:00-24:00

07:00-24:00

07:00-24:00

하나약국

748-2800

연동

09:00-23:00

09:00-23:00

09:00-23:00

09:00-23:00

에이스팜24시약국

711-5553

연동

06:00-30:00

06:00-30:00

06:00-30:00

06:00-30:00

신세계약국

746-3983

연동

09:00-23:00

18:00-23:00

18:00-23:00

09:00-23:00

부부온누리약국

742-5252

연동

12:00-26:00

12:00-26:00

16:00-26:00

12:00-26:00

공항약국

744-7417

용담2동

06:00-21:00

06:00-21:00

06:00-21:00

06:00-21:00

보은약국

702-3172

화북1동

08:30-22:00

09:00-22:00

09:00-22:00

09:00-22:00

제일약국

783-2010

구좌읍

09:00-19:00

09:00-19:00

10:00-17:00

09:00-13:00

신한당약국

783-8087

조천읍

08:00-21:00

08:00-21:00

12:00-19:00

08:00-21:00

추자약국

742-9958

추자면

09:00-24:00

09:00-24:00

09:00-24:00

09:00-24:00

종로약국

733-0307

서귀동

09:00-22:00

09:00-22:00

13:00-22:00

09:00-22:00

부부약국

767-6013

동홍동

08:30-22:00

08:30-19:00

08:30-22:00

08:30-22:00

서귀포약국

762-6000

서귀동

07:00-22:00

07:00-22:00

10:00-22:00

07:00-22:00

신세계약국

733-7582

동홍동

09:00-20:00

14:30-20:00

17:00-20:00

09:00-20:00

동산프라자약국

762-3532

서귀동

08:00-21:00

13:00-21:00

12:00-17:00

08:00-21:00

새한약국

784-3001

성산리

08:30-20:00

12:00-18:00

12:00-18:00

08:00-20:00

삼성약국

794-8380

하모리

09:00-15:00

09:00-12:00

10:00-18:00

09:00-12:00

한양약국

794-9948

화순리

09:00-18:00

09:00-14:00

09:00-18:00

09:00-18:00

소방정책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국번없이

서귀포시 종합상황실

750-4170

733-2312

환경정책과(도)

제주시 종합상황실

760-6251,794-5052

제주보건소

09.10(토)

제일산부인과

119종합상황실

급수대책팀

760-6011

소재지

760-6170,6132

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환경팀

728-4180~1

전화번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특별수송대책상황실(공항)

소방 재난관리팀

710-2921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교통항공팀

746-0101

진료계획
09.11(일)
09.12(월)

의료기관명

상수도본부(도)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

710-3870 F)710-3871
710-3671~3
710-3517
710-2117～9
710-6033,6082
728-3153
760-2932
128
710-4121~4
728-2251~5
76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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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쉼표 박물관
나들이 어때요?

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

민속촌박물관에 들러 민속행사를 체험

쇠 굴리기 등이 마련됐다.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한가위 차례상 준비가 다 끝

또 어린이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도록

11일부터 13일까지 민속놀이기구 만

났다면 박물관으로의 나들이는

페이스페인팅, 요술풍선 만들기, 버블놀

들기,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한가위 풍

어떨까.

이, 만화 캐리컬쳐, 어린이 네일아트 등

물놀이 한마당이 진행된다.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민

이 진행된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대표 놀이인

속놀이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아

아울러 제주전통먹거리 체험장에서

대나무 피리와 제기, 딱지 등을 옛 방

이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물할

는 오메기주와 오메기떡을 무료로 맛볼

식으로 함께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수 있고,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

수 있고, 제주 전통음식인 빙떡도 직접

있다.

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이 채 오기도 전 이르게
찾아온 추석으로 마음의 여유가

떡메치기 체험장에서는 제주도의 전
통 떡인 오메기떡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
며 시식의 장도 열린다.

만들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계7대 자연경관 동전 투

모양을 완성하면서 달콤한 달고나를 맛

표기를 설치하여 관광객과 귀성객을 대

볼 수 있는데 모양을 끝까지 완성하면

상으로 투표참여 운동도 이뤄진다.

제주민속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길라잡이

없었다면 가까운 박물관을 찾아

이와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 매일

마음의 여유, 넉넉한 한가위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는 강당에서 온

다만 12일과 13일은 민속자연사박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 우리학

관 정기휴관으로 전시실은 개방되지 않

교 , 바람이 머무는 곳 , 히말라야 가

는다.

느낄 수 있다.

상영된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삼국시대와 제주
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이 전시실 입구

받을 수 있다.
걷기,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
리기 등 체험행사가 열린다.

제주민속촌박물관

한가위 풍물놀이 한마당에서는 제주
민속 전속 공연팀 노리안 마로 가 다양
한 공연을 볼 수 있다.

에서 상설 운영되고, 탐라순력도를 통한
제주의 옛문화 체험이 어린이체험관에

와 감물염색 손수건 등 푸짐한 상품도
민속체험한마당 코너에서는 지게발

문의 민속자연사박물관 710-7693

도 관련 문화재 목판 탁본인쇄 체험을

또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는 여러 가지

서귀포시 동부지역을 찾았다면 제주

문의 제주민속촌박물관 787-4501

서 상설 운영된다.
문의 국립제주박물관 720-811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
리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에 다양한 전
통 민속놀이와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는 추석 민속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민속행사는 △제주전통 먹거
리 체험장 △제주 전통놀이 체험장 △

박물관 야외정원에서 오는 9일부터 1

추석 어린이 놀이마당 △추석 전래놀

3일까지 5일간 제기차기와 투호놀이,

이마당 △민속놀이 경연대회 등이 열

널뛰기, 대형윷놀이, 굴렁쇠 굴리기, 풍

린다.

속화 퍼즐맞추기 등이 진행된다.
또 고리던지기, 공기놀이 등 잊혀져가
는 추억의 놀이를 즐기며 옛 놀이문화를
회상할 수 있다.

장소는 12일과 13일 오전 10시부터 5
시까지 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이다.
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투호놀이, 딱지치기, 고무줄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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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 가위

, 나눔의 빛
는 고유

이

민족고유 명절 한가위

기록은 전 네다.

보냈
추석은 우리 4대 명절의
위, 또는 중추절이렌

큰 명절로 추석날을

나로 한가

네다. 한가위의

솔향

득

송편

한 은 바르다, 제일이다, 크다 의 뜻이
고, 가위 란 가뷔(嘉俳)의 음역(音譯)

벌초를 시작으로 한가위는 막이 오르

으로 가운데 란 뜻이우다. 추석은 중추

곡,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짜며, 송편

절(仲秋節)의 추(秋)와 칠석(七夕, 月

을 빚엉, 조상에 예를 올리곡, 천신에 예

夕)의 석(夕)을 따서 추석(秋夕)이라

를 더 여 풍년행복을 기원

을을 초추

날씨는 쌀쌀해져 가곡 사름덜은

월, 중추월, 종추월 세 달로 나누었을 때
음력 8월이

가운데 있는

연 큰 명절이라

였

옷으로

(날)이랭

았던 마음착

삼국사기 에는 신라 유리왕 9년에 6

전해져 왐수다.

랑, 7월 16일부터 8월 보름까지 날마다
지길

송편을 잘 빚어사 시집을 잘 간다는

을

말이 셩, 너도나도 예쁜 송편을 빚엉 속

고 돌아갔는데, 그 공적이 많고 적음을

에 밤, 깨 등을 넣곡, 소낭잎 을 깔앙 솔

펴서 진편은 술과 밥, 춤과 노래로 이
긴 편에게 대접 니 이를 가뷔렌

이때 진편에서 회소회소(會蘇會蘇)

득

향

였

전 네다.

주인은 그 들에게 새 옷

을 해줘서 기쁘게 했다는 추석 미담이

부내(六部內)의 여자들을 두 편으로 갈
6부 뜰에서 을야(乙夜)

네다. 머슴을 두고 살

을 추석빔이라

마씸.

을

아 입는데, 추석에 입는 새 옷

떡을 쪄냈

마씸. 시집간

이 친정어머니와 약속된 중간 지점에서
멍 탄식

였는데 이것을 노래로 지어

씨름경기, 반보기, 올게심니, 밭고랑 기

만낭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멍 회포

였다고 전 며,

기, 고누놀이 등을 들 수 있으나 자취를

를 푼다는 반보기 이야기는 가슴 찡 게

추석은 우리 선조들이 여러 기록으로 냉

감춰 보기가 힘들게 되었으니 아쉬움이

다가옵네다.

기멍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

너무 하우다.

회소곡(會蘇曲)이라

추석이 돌아오민 민족대이동이라
만큼 모두덜 고향을

깊은 민족 고유 명절이우다.

늘 가윗날만

앙 일가친척을 만

나곡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미풍은 예전

아라

지 않아 보이나 사회온정을 느낄 수

밤에 강강수월래
동국세시기 에는 시절음식으로 송
옛날 신라에서는 8월 보름이 되민
을 향 여 절하는 의식이 셨수다. 의식

편, 시루떡, 인절미, 밤 단지를 꼽았는데

있음은 다행이우다. 오늘도 어느 모퉁이
에 쪼그려 앉앙 고독에 시름 는 어른
아이들은 어신지

송편은 대표적인 추석음식이우다.

방을 고망고망

펴

곡관

지방마다 풋바심 이니 올벼심리 라

영 이긴

는 미풍이 있어 햇곡식으로 빚은 음식으

탈납네다. 마직 게 욕심을 부려사주.

사름들에게 삼베를 상으로 주는 풍습이

로 조상에게 천신(薦新) 는 예를 올렸

탈나민 원망 띠도 었수다. 예!

셨

다고

이 끝나민 왕이 풍악을 울리게
원들이 활쏘기 대회를 열게
마씸.

추석을 명절로 삼은 것은 이미 삼국시
대 초기였으며 추석에는 여러 가지 세시

제를 지냈

풍년 감 의

마씸.

속담에 더도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남 해안지방에서 행해지는 부녀자들의

아라 라고

밤에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각 주설명

였듯이 새 곡식과 햇과

일이 나왕 만물이 풍성 곡, 5월 농부,

원을 그리멍 노래 곡 춤을 추는 강강수

8월 신선 이라는 말을 실감케

월래가 유명 였수다.

이웃나라 중국, 일본도 중추절이렌

또 소싸움 놀이, 거북놀이, 가마 놀이,

때우다. 너미 하영 욕심부리당

네다. 가정에서는 새로 거둔 햅

쌀을 성주단지에 채워

풍속이 전해져 오는데, 그 중에서도 서
놀이로

봐야

니다.
여

추석날을 보냈고, 우리는 한민족의 혼광

글 : 고재수 전 교장
제주어보전회 이사

1) 소나무 잎
2) 알맞게

제공 : (사)제주어보전회

YK

것이고 한가위의 가위는

네다.

CM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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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회관 대극장

50주년 기념 일본 동경 오사카서 열려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9. 6(화)
19:30

2011 제25회
제주청소년음악제

010-2804-2808
전석 5천원

9. 7(수)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010-7447-4664
19:30
10주년 기념 연주회
무료
9. 9(금)
이승환
02-578-0262
20:00
The Regrets 콘서트
전석 7만7천원
9.10(토)
011-9487-5878
SerendipityⅡ
19:30
무료
9.15(목) 베가피아노트리오 제4회 정기
010-8662-0651
19:30
연주회
전석 1만원
9.17(토)
1588-3828/02-323-17
11:00/14:00
24/010-6596-8884
어린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16:00
R석2만5천원 / S석2
The Wizard of OZ
만원 (예매시 R석1만5
9.18(일)
천원 / S석1만2천원)
14:00/16:00
9.19(월)
19:30

제4회 사라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010-9378-7660
무료

9.20(화)
19:30

세계평화의 날 기념 음악회

064-757-3567
010-3355-3567
일반1만원 / 학생5천원

9.22(목)
19:30

개교 기념 오현음악제

064-755-4215
무료

9.25(일)
19:00

제8회 제주콘서트콰이어
정기공연

010-6620-3779
전석 1만원

9.27(화)~
28(수) 10:20
/11:30

탈인형극 엉뚱한 박사의
신비한 로봇

032-884-4231
단체 5천원

9.29(목)
19:30

김규환을 기리며
2011 가곡의 밤

010-2309-6255
전석 1만원

9.30(금)
19:30

제6회 동백동문합창단
정기공연

019-698-6013
010-9633-3192
무료

문예회관 소극장

30일은 재일본 제주도민 축제의 날

가 50주년을 기념해 해외 속 제주도민을

로 동경 서신정 문화홀에서 열렸고, 31

찾았다.

일은 재일본 오사카 제주도민 축제의

한국예총제주지회(회장 강창화 제50

날 로 오사카 한국인회관에서 열렸다.

회 탐라문화제 대회장)와 제주특별자치

이번 공연에서는 제주도무형문화재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해

제15호로 지정돼 전승되고 있는 제주불

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를 일본에서

교의식으로 시작됐다.

개최했다.<사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가 열린
곳은 일본 동경과 오사카.

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시연이 펼쳐
졌다.
그리고 제주민요를 통해 출연진과 관

지컬 애랑과 배비장 전을 비롯해 유
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9. 7(수)
19:30

허튼 굿

9.10(토)
18:00
9.17(토)
09:30

크리넘 & 정점 밴드
합동공연
제2회 제주신화전설
구연 대회

9.24(토)
19:30

ACCENT 정기공연

객이 화합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설명도 이어졌다.
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일
원에서 열린다.
문의 도문화정책과 710-3416

이중섭 입도 60주년 특별전

일시

금회는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제주인 1세대
들을 도우려 한다.

섭이 올해 서귀포로 피난을 와 살다 간 지 60주년을

재일제주인 1세대는 1만여명.

맞아 이중섭의 서귀포 시대 란 전시를 지난 3일부

일본에 사는 재일제주인들은 피와 땀,

터 오는 10월 4일까지 이중섭미술관 상설전시실에

눈물로 범벅된 삶을 살면서도 어렵게 모
은 돈을 고향에 감귤나무 보내기와 전기,
수도, 도로 포장 등을 위해 보내왔다.
이젠, 우리가 그들에게 고향방문사업
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고마움을 전할 때이다.
이과 관련한 재일동포 제주인 돕기 사랑의 모금운동이 제

서 개최하고 있다.
전시는 이중섭 원화 작품 17여 점으로 대여 작품
7점이 포함돼 있다.
문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760-2491

9.14(수)~ 9.
19(월)

모금계좌는 농협 963-17-007102, 제주은행 44-01-007

주최 및 연락처

형제섬 일출포토라인
011-9664-0074

김병국 개인전
사진 그리다 (사진)

사진작가 김병국
011-696-9121

2011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전(사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010-3119-7447

9.25(일)~ 1
0.3(월)

한국 국제미술가협회
제주 초청전(회화)

한국국제미술가협회
010-4699-3936

제2 전시실
공연명
제37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
9. 4(일)~

대전 건축,

9. 8(목)

디자인 입상 작품전

주최 및 연락처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064-753-3287

(건축, 디자인)
9. 9(금 ~
9.13(화)

서예가 윤덕현

제2회 윤덕현 개인전(서예)

010-269 2-6538

9.14(수)~ 제주민속사진연구회 회원전

제주민속사진연구회

9.19(월)

(사진)

9.20(화)~

제13회 일구구오 부엌전

일구구오회

9.23(금)

(회화)

010-9838-7639

9.24(토)~

제13회 제주의 표정전

제주의표정회

9.27(화)

(미술)

010-3119-1639

9.28(수)~
10. 2(일)

010-2689-6533

제21회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산업디자인학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

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디자인전공 졸업전(디자인)

010-5123-5901

제주아트센터
일시

공연명

9. 6(화) ~ 7
(수)11:00/1
어린이 뮤지컬 책 먹는 여우
3:00/15:00
(총6회)

442이고, 예금주는 제주문화방송(공동모금회)이다.
기부금은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기

공연명

9.20(화)~ 9.
24(토)

주MBC 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 주관으로 이달 15
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010-2802-8799
전석 1천원

9. 9(금 ~ 9.1 제1회 형제섬 일출포토라인
3(화)
회원 사진전(사진)

서귀포시는 한국전쟁기인 1951년 서귀포에서 11
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살면서 창작활동을 한 이중

064-722-0129
010-3093-2528
전석 5천원
010-6571-0830
전석 2천원
064-722-0203
무료

제37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
9. 4(일)~ 9.
대전 사진 입상
연합회
8(목)
작품전(사진)
064-753-3287

일시

제주특별자치도와 MBC제주문화방송, 제주사회복지공동모

연락처 및 요금

제1 전시실

또 제주세계7대경관에 대한 배경과
올해 반세기를 맞은 탐라문화제는 오

이어 풍자고전을 대본화한 민속뮤

공연명

1544-7579,
티켓포유, 인터파크
R석2만5천원
S석1만5천원

9.20(화)
19:30

064-728-3292~4
제주합창단 제75회 정기연주회 일반5천원/단체4천
원/학생3천원

9.25(일)
14:00
17:00

쎄시봉 그후 45년, 조영남 제주
첫 콘서트

타 자세한 사항은 MBC제주문화방송 740-2325, 제주사
회복지공동모금회 755-9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락처 및 요금

1600-6089,
인터파크, 티켓링크
VIP석8만8천원
R석7만7천원
S석6만6천원

YK

제주의 대표 문화축전인 탐라문화제

일시

CM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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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중국인 관광객 제주로 제주로⋯

제주에 중국총영사관 설치 급물살

中 바오젠기업, 역대 최대 규모 투어단 방문

수시 개최,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사증면제 협력 양해각서 체

일즈콜을 통해 중화권 기업

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만

이에 따라 중국총영사관의

족시키며 호주와 말레이시

제주설치는 급물살을 탈 것으

아, 싱가포르를 제치고 이뤄

로 보인다.

낸 결실이다.
참가자들은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로 몰려들고 있다.
중국 보전제품 중 10대
신용브랜드를 갖고 있는 바

황핑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은
방문기간에

한 중 양국이 제주에 중국총영

이에 앞서 23일 제주를 방문해 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

사관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근민 지사를 방문하고 총영사관

산일출봉과 세계지질공원인

양국은 지난달 26일 서울 외

주상절리대 등을 방문할 예

교통상부 청사에서 한 중 영사

황 영사국장은 제주에 총영

정이다.

국장회의를 열고 지난해 5월

사관이 생기면 제주도민뿐 아

이번 인센티브 행사를 통

양국 정상 합의사항인 주 다롄

니라 중국 관광객에게도 서비

해 숙박시설 16개 호텔에 1

출장소 및 주 제주총영사관 설

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

만6,560실, 음식점 14군데,

치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상

고, 제주도에 중국인 전용식당

버스 490대 등을 이용함으로

호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치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들

에서 참여하는 만큼 1,400

써 약 400여억원의 직접생산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 고향의 맛을 보며 집 같은

명씩 8차례에 나눠 제주직

효과와 900여억원의 경제적

양국은 이와 함께 자국 국민과

항과 서울을 경유해 제주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기업인들의 사증 관련 각종 애로

찾는다.

된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회의

오젠 일용품 유한공사는 중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열

제주자치도는 이 행사를

국 전지역 우수 판매사원 1

렸던 중국 인피니투스 인센

위해 공항 환영을 비롯한 다

만1,200명을 대상으로 13

티브 투어단의 2,300여명의

양한 지원을 통해 제주가 기

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기록을 깨고 역대 최대규모

업 인센티브 행사 개최의 최

일정으로 제주 투어행사를

로 치러진다.

적지임을 알려나갈 기회로

갖는다.

특히 이 행사는 작년 우근

이번 행사는 중국 전 지역

설치와 관련해 협의했다.<사진>

민 지사가 중국 현지방문 세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 도

관광정책과 710-3031

느낌을 가질 것 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의 도평화협력과 710-6261

한 중 일 FTA대응 감귤T/F 가동
한 중,

한 일,

한 중 일

FTA 협상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 중 일 FTA

도정뉴스가 내 손안에~
제주도정뉴스 모바일앱 개발, 사이트 전면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신문

대응 감귤산업발전 T/F팀을
본격 가동한다.
T/F팀은 학계를 비롯해 연

(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구, 독농가 등 18명으로 구성돼

품목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8월 26일부터 협상 종료시까지

구성 운영되는 한 중 일 FTA

운영한다.

대응 감귤산업발전 T/F팀이

제주도정뉴스 가 손안의 PC

T/F팀은 개방화에 따른 감귤

본격 가동됨에 따라 시장개방

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볼 수 있게 됐다.

모색하고 한 중 일 FTA협상관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정뉴스 가 스마트폰을

련 감귤산업의 세부대응전략

문의 도감귤정책과 710-3191

통해 볼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했다.
그리고 지난 1일부터 사이트

관광진흥기금 300억 융자지원

(http://news.jeju.go.kr)를
산뜻한 디자인으로 새단장했다.
제주도정뉴스 모바일 앱은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

더불어 업종별 기준단가 마련

제주도정뉴스 사이트와 연계

자를 촉진하고, 관광사업 활

등으로 융자지원의 형평성과

성화를 위해 4분기 제주관광

효율성이 확보되고 있다.

이프인, 포토, 뉴스+ 등 6개의

슬라이딩 메뉴

의 특화 서비스다.

전달이란 미비점을 개선해 최신

진흥기금 300억원을 융자

추세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인터

지원한다.

섹션을 통해 뉴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스크랩 기능, 검색기

뉴스+는 제주도정뉴스 사이

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중 가

등 SNS와 연계한 기사 공유

장 많이 찾는 컨텐츠를 중심으
로 해서 9개의 슬라이딩 메뉴
로 구성했다.

기능도 제공된다.
제주도정뉴스 모바일 앱은

넷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숙박
시설을 비롯해 전문휴양업,

소통할 수 있는 참여, 공유, 개

종합휴양업, 관광식당업, 휴

금리는 3~4.02%로 건설은

방요소들을 대폭 확대했다.

양펜션업, 박물관 등 관광시

150억원 한도, 개보수는 80

설 확충 및 관광사업체 운영,

억원, 운영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메뉴와 디자인을 쉽고 편리

특히 위치정보가 포함된 뉴

제공되며, 안드로이드 마켓에

하게 구성해 사용자 접근성을

우수관광기념품개발지원, 관

스인 경우 GPS와 구글맵을 통

서는 5일부터, 앱스토어와 T-

높였고, 계절별 테마 이미지 제

광교통수단 개선 등에 융자

해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맵뉴

Store 등에서는 9일부터 무료

공, 기사 섹션별 콘텐츠의 재배

지원된다.

스 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적

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치가 가능하도록 웹2.0 기반의

융자지원 규모 적격심사

최신 IT기술 접목을 시도했다.

를 위한 전문가 심사제도와

제주도정뉴스 사이트 개편

한 제주도정뉴스 모바일 앱만

역시 기존 사이트의 일방적 정보

항공과, 행정시 관광진흥과,

이로써 쌍방향으로 도민과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용으로

특성과 관광 관련 기사를 접목

융자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도 국제자유도시과나 도 교통
관련협회 등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 확정은 10월말 도
홈페이지에 한다.
문의 도국제자유도시과 7
10-3401

문의 도공보관실 71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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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핫(HOT), 도정, 시정, 라

모바일앱 초기화면 (아이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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