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10월 5일 수요일
２０１１년
제５０７호

자연유산의 가치 되새겨
세계7대자연경관 최종 후보지에 오
른 나라 주한외교사절이 제주에서 자연
유산의 가치를 음미하며 하나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종 후보에 오른

제주의 자연경관에 감탄한 외교사절

타 석회동굴), 이탈리아(마터호른산),

은 7대경관 선정에 관계없이 세계 28대

남아프리카(테이블마운틴), 인도네시

후보지의 아름다운 가치를 다같이 인식

아(코모도 국립공원), 폴란드(마수리

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 체제를

안 호수), 미국(그랜드 캐년), 독일(검

구축하기로 했다.

은 숲), 캐나다(펀디만) 등 13개국 대

경쟁 보다는 상대 후보지를 서로 존중

외교사절은 브라질(아마존 열대우

달 23일부터 이틀간 제주 올레길을 함

림), 베트남(하롱베이), 아르헨티나(이

께 걸었다.

과수폭포), 요르단(사해), 레바논(제이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확정됐다

<관련기사 2-3면>

화하자는 것이다.

나라들의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지난

해녀

표가 참석했다.

하고 홍보하는 지구촌 화합의 축제로 승

관광

제15회 ITOP포럼 지난달 28 30일 제주
에서 열렸다

제주돌문화공원을 둘러보고 있는 주한외교 사절단.

도정

제주영어교육도시 첫 국제사립학교
NLCS Jeju 개교식이 30일 개최됐다

포커스

제50회 탐라문화제 이달 7~11일 제주시
탑동광장 일대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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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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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최종 후보지 오른 국가 주한외교사절 제주방문
세계7대경관 선정 D-50일을 맞아 최

역 교류협력을 위한 주한 외교사절 올레

사, 참사와 배우자 등이 참여해 교류와

종 후보지에 도전하는 28곳 후보지 국가

길 걷기 전야제가 지난달 23일 저녁 서

협력을 다졌다.

의 외교사절단이 제주에서 화합을 다짐

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펼쳐졌

이날 정운찬 위원장은 세계7대자연

스를 걸으며 제주의 자연을 만끽한 외교

했다.

다. 전야제에는 주한 외교사절이 없는

경관이란 화두를 매개로 28곳 최종 후보

사절은 성산일출봉 앞 바닷가에서 세계

나라를 제외한 13개국의 대사, 영사, 공

지 37개 국가의 국민이 어떠한 조건과

에서 유일한 제주해녀의 물질모습을 보

제약도 없이 교류와 화합을 추구할 수

고,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시식하기도

있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 이라며

했다.

치기해변부터 성산일출봉까지 올레 1코

오늘의 모임이 단순한 친선교류를 넘

이어 만장굴과 돌문화공원을 둘러보

어 28곳 최종후보지를 연계하는 특성화

며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광

국제관광전략을 마련하는 공식협의기

경에 감동하기도 했다.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
자 고 제시했다.

주한 베트남 대사는 빼어난 자연경
관을 보면서 하롱베이와 비슷하다는 느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

낌을 받는다 면서 섬이란 공간에 자연

사에서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과 2012

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 제주

년 WCC 개최를 계기로 인간복지를 위

도인 것 같다 고 말했다.

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차원 높은 공동
체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고 밝혔다.
세르지오 머큐리 이탈리아 대사는
우리가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레바논 대사는 제주 바다의 아름
다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고 말하기도
했다.
정운찬 범국민위원장은

7대경관이

선정되기를 바라는 만큼 아름다운 자연

란 경쟁에서 한 발짝 나아가 화합을 다

풍광을 자랑하는 제주도가 선정되기를

진 시간 이라면서 각국의 소중한 자연

기원한다고 덕담을 했다.

유산의 가치를 알고 관리 보전하는데

에드문두 후지타 브라질 대사는 우
리가 세계7대 불가사의에 포함된 이후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 이
었다고 말했다.

외국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급증해 많은

이날 저녁 N7W재단 버나드 웨버 이

경제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면서 이

사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장폴 이사는

번 세계7대자연경관에도 아마존 열대우

신 세계7대불가사의 선정 이후 해당 국

림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고 말

가들간의 공식 협의기구가 없어 아쉬웠

했다.

다 면서 11월 11일 캠페인이 끝나도

이날 참가한 대사들은 후보지간 교류
와 협력 등을 기원하는 메시지에 서명하
고 공유했다.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협의체 구성에 재
단도 앞장서겠다 고 강조했다.
세계7대경관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대

다음날인 24일 주한외교사절은 제주

사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만간 공동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의 아름다움을 극

협의기구에 대한 기초안을 만드는 후속

찬했다.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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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기원

19세에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고
이듬해엔 북극에서 남극까지 인간의 동
력만으로 횡단한 영국 청년이 있다.

20대 탐험가 재임스 후퍼(James Hooper)

그가 지금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한라산 백록담서 서울 남산까지 563㎞

선정을 기원하며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에서 서울 남산까지 한반도 종단에 나서
고 있다.

기계적 동력 없이 인간 힘으로 챌린지 도전

그것도 기계적 동력없이 인간의 힘만으
로 한반도 종단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도전 홍보대사로 위촉
또 2008년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4
만2000㎞의 거리를 13개월간 인간의 동

韓 챌린지 백록담서 출발
자연경관에 매료가 됐고, 이곳이 한국에

력만으로 횡단, 세계 최초의 폴투폴

영국인 청년 탐험가 재임스 후퍼(24)

탐라계곡을 지나 관음사에 도착한 후

서 첫 번째 홍보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pole to pole) 탐험에 성공했다.

는 4일 제주의 세계7대경관 선정을 기

퍼는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도

장소가 아닌가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

원하며 한라산 백록담에 섰다.

두항으로 향했다.

다 고 말했다.

그 이후 그는 영국 왕실국립지리학회
회원으로 인정받으며 2008년 내셔널지오

총 563㎞의 길을 인간의 힘만 이용해

도두항에서는 그의 도전을 환영하는

그는 7대경관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

그래픽 올해의 모험가로 선정된 바 있다.

최단 시간내에 韓 챌린지 를 완주하기

기자회견과 함께 그를 제주세계7대자연

후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제주도의 아

최근 2010년 그의 첫 번째 철인 삼종

위해서다.

경관 선정 도전 홍보대사로 위촉식하는

름다운 경관을 널리 소개하고 홍보해 제

경기를 스위스에서 마친 후 그해 9월 한

기념식이 열렸다.

주가 반드시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될

국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장학생으로 입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 현재 2학년으로 재학중이다.

재임스 후퍼는 4일 오후 1시 한라산
정상에서 산악조와 함께 마라톤으로 힘

후퍼는 이날 韓 챌린지라는 것을 통

차게 내리막길을 향해 내달리며 챌린지

해 한라산과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

를 시작했다.

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

동행한 관계자는 내리막길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

빨리 갈줄 몰랐다 며 너무 빨라서 사진

다 면서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산이나

조정 싸이클로 한반도 종단

모험은 즐거운 일

그의 도전은 다음날인 5일 오전 9시

후퍼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는 탐험

제주 도두항에서 조정으로 추자도까지

에 대해 그린란드를 출발해 아메리카 대

도전하고 6일에는 추자에서 땅끝마을까

륙을 가로지른 후 남극해를 건너는 코스

지 이어진다.

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싸이클로 종목을 변경해 해남과

무동력으로 여행한 이유는 두 가지인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대전을 거쳐 8일 오후 6시 서울 남산입

데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것 이어야 했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

페이스북에서는 韓 챌린지 페이지를

는 탐험을 하고 싶었다 고 했다.

통해 실시간 진행상황을 업데이트하며

기후변화가 여행의 큰 주제인데 북극

전국과 전 세계 재임스후퍼를 응원하는

에서 살얼음 위를 달리다 롭이 바다에

모든 사람들과 그의 여정을 함께 했다.

빠져 죽을 뻔했던 일도 기후변화와 밀접
하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 폴투폴 탐험 성공

그가 말하는 탐험은 두려워하지 말
고 모험에 대해 즐거움을 얻고 것 이라

재임스 후퍼는 2006년 19세의 나이

면 한 챌린지가 끝나고 더 많은 모험가

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영국 최연소 등반

와 사람들에게 제주를 알리기 위해 노력

가이다.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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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확정

!
제주의 독특한 물질작업과 생활 방

민속마을 지정, 조직 및 인력확충 등

식, 강인한 제주 어머니의 표상으로

에 나선다.

부각되고 있는 제주해녀를 세계의 문

세계적으로 독특한 제주해녀 공동

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한 5개년 기

체 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한 인프

본계획이 확정됐다.

라 구축과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해녀문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알맞

전승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갖

는 체험형 및 공연형 등 맞춤형 프로

고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

그램 개발에도 나선다.

계획 을 확정했다.
전승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 등재

주 해녀문화는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 무형의 문화자원

2010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이라면서 제주해녀문화를 체계적으

은 84개국 213건이 지정돼 있고, 제주

로 조사 연구하고, 유네스코 인류무

는 2009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 1건

형유산으로 등재시켜 인류문화의 핵

이 등재돼 있다.

심적 보물로 보존 전승시켜야 한다

제주해녀를 무형유산에 등재하기

고 말했다.

위해 1단계로 내년까지 제주해녀문

제주해녀는 1962년 2만6248명이

와 겹쳐 독자적 축제로의 발전에 한

민속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

화 콘텐츠 개발과 국가 비지정 무형

었으나, 2010년에는 4995명으로 급

계가 있었고, 축제 주체가 행정 중심

여 해녀문화 보존 기반에 구축한다는

유산 잠정목록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했고, 40% 이상이 70세 이상으로

으로 열리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 참

계획이다.

고령화 추세에 있다.

여가 저조했던 실정이다.

전승위원회는 제주해녀를 보전
전승하기 위한 비전을 제주해녀, 바
다 건너 세계로! 로 정했다.

당, 잠수기술 및 지식, 해녀작업도구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도내 6개

와 옷, 해녀무속 신앙 관련 해신당과

또 제주해녀들의 해민정신을 기리

지구별 수협과 100개 어촌계, 해녀가

잠수굿, 해녀노래 등의 학술적 가치

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 해녀의 날

족, 도민,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의

를 정립한다.

을 지정해 제주해녀의 가치와 정체성

규모화를 꾀한다.

이와 함께 해녀문화 자료집 발간,

을 확립하기로 했다.

일본해녀와 한반도 출향해녀 등을
초청,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발

녀문화 연구 및 가치 재조명 △제주

굴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해 축제의 세

해녀문화 UNESCO 인류무형유산

계화에 나설 계획이다.

등재 △제주해녀축제의 세계화 △바

제4회 제주해녀축제 이달 15~16일, 해녀박물관 일대서
해녀문화 발굴 조사 연구
제주의 해녀문화를 세계화하기 위

녀문화 홍보로 추진된다.
중점 추진과제는 △제주해녀축제

해 14년에는 등재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해녀축제를 대한민국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제주해

다와 상생을 통한 소득증대 △제주해

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

해녀문화와 관련된 학문적 자료는

한 해녀축제가 열린다.

민속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그리고 바릇잡이 체험, 수산물 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회 제주해

리대회, 소라까기 대회, 테왁망사리

녀의 생업과 문화( 09), 제주해녀 사

녀축제를 세계로 울려퍼지는 숨비

만들기, 어린이 그림그리기 등 국내

영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

료집( 09), 제주해녀노래집( 10) 등

소리 란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이틀

외 관광객과 도민들이 참여하는 체

해녀의 날 지정 △해녀문화 홍보 △상

이 구축돼 있고, 제주해녀의 생업 문

간 구좌읍 해녀박물관 주무대와 세

험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됐고, 해녀

생의 바다 보호 및 소득증대이다.

화유산 3600여점이 박물관 전시자료

화항 일원 해상에서 개최한다.

의 문화와 삶을 보여주는 해녀사진

세계화 △제주해녀문화 발굴 조사

현재 제주해녀 사진집( 07), 제주해

연구 △해녀문화 교육과정 개설 및 운

제주해녀축제는 07년, 08년, 10
년 세 번 열렸는데, 탐라문화제 행사

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해녀문화를 조명할

그동안 제주해녀축제는 해녀박물
관 중심의 지역축제로 개최돼 왔으

전시회 등 30여개의 특성화된 프로
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됐다.

나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계획

아울러 도내 각 지구별 수협에서

에 맞춰 도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로

갈치, 넙치, 조기 등 수협마다 주력

개최하는 것이다.

특산수산물 무료시식회와 홍보 판매

이번 축제는 국제축제로 가기위
한 기반의 일환으로 규모있고 특색
있게 열린다.

장을 운영해 제주 청정수산물의 우
수성을 관광객에게 홍보한다.
제주도 해양개발과장은 제주 해

축제 기간에 해녀들이 직접 참여하

녀의 숨비소리가 전 세계로 울려퍼

는 해녀물질대회, 태왁수영대회, 불턱

질 수 있도록 해녀축제를 적극 활성

가요제, 어린이와 함께 해녀 어장만들

화할 것 이라며

기 등 해녀참여프로그램이 열린다.

대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칠머리
당영등굿, 해녀연극이 펼쳐지고, 일
본해녀 아마를 초청해 공연하는 등

제주 해녀문화에

공감대가 확산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문의 : 도해양개발과 710-3251

YK

제주해녀축제 세계화

그리고 2단계는 13년 8월 유네스

아울러 해녀민속자료 불턱, 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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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ITOP포럼 지난달 28~30일 개최, 공동성명 채택

세계 섬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동반성장

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 개최하기로 했다.

주관광의 질적성장을 통해 제주국제자

또 섬 지역의 MICE 산업 경쟁력 확

이번 포럼에서는 옵저버로 2회 참석

유도시의 성공적 실현 및 동북아 최고의

5회 섬관광정책(Inter-Islands Tour

보를 위해 상품개발전략, MICE 고객

한 필리핀 세부가 창립회원의 논의를 거

관광휴양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확신시

ism Policy, 이하 ITOP)포럼이 지난달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전문인력 확

쳐 공식적으로 회원이 되는 등 ITOP포

켰다.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에서 열렸다.

보전략에서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럼의 외연이 확대되는 기회가 됐다는 평

상호협력하고, 지난 1997년 창설 당시

가다.

과 미래관광 전략을 심도있게 모색한 제1

MICE 산업과 관광발전(MICE In

한편, 포럼 마지막 날인 30일 참석자
들은 제주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와 성

dustry and Tourism Vision) 을 주

의 첫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ITOP포럼

제주는 이번 포럼을 통해 마이스산업

산일출봉 탐방을 통해 제주 녹색성장의

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8개 회원국과

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고

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서 회원들에게

현장을 확인하고, 제주 천혜의 비경을

2개 옵저버국, 1개 일반참가지역에서 1

의견을 모았다.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50여명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그리고 16회 포럼은 일본 오키나와에

아울러 해외관광객 200만 유치 등 제

문의 : 도관광정책과 710-3311

됐다.
올해 ITOP포럼은 세계 섬 지역의 미
래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

제주로 인센티브 투어 가자!

화하고, 생산적인 공동의 가치 창조를
통해 또 다른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를 돈독히 하는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
우근민 지사는 29일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바오젠 인센티브 투어단 1만1

마이스산업이 아시아 태평양권 국가들

200여명이 다녀간 후 또 하나의 대규

제주자치도는 지하상가와 밀접한

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모 인센티브 투어단이 제주를 찾았다.

전통 쇼핑거리인 칠성로 거리 상가를

다 면서 마이스는 단기간에 대규모의

중국 심양에 본사를 둔 웅진코웨

활성화하기 위해 환영 배너기 등 환영

고부가가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관

이 중국법인인 웅진코웨이 생활용

광산업의 핵심성장동력이며 파급효과가

품 유한공사 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

제주도는 이번 인센티브 투어를 통

큰 고부가가치 산업 이라며 제주는 천

0일까지 1750명 규모의 인센티브 투

해 약 63억원의 직접생산효과와 143

혜의 자연과 환경, 관광과 휴양, 마이스,

어를 진행했다.

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하고

주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했다.

크루즈, 녹색관광, 복합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 제주를 찾은 웅진코웨이 제

융 복합된 제주형 컨버전스 MICE 를

주법인은 지난해 5월 진행된 중국 한

제주에는 지난 7월 인피니투스 23

목표로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아화장품 인센티브 제주투어행사시

00명, 9월 바오젠 1만1200명에 이어

연휴에 제주를 찾은 국내 외 관광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한 10개국 섬

제주에서 마련한 공항 환영행사와 행

중국 인센티브 투어단이 속속 찾고

객은 12만2000여명으로 올해 제주여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저탄소

정지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유네

있다.

행의 마지막 최고 피크를 기록했다.

녹색관광과 MICE 산업을 여타 산업과

스코가 인정한 자연경관에 매료돼 제

있다.

또 개천절 황금연휴 기간 중국 국경

절 연휴와 겹쳐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제주를 찾았다.

문의 도관광정책과 710-3031

융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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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내년 국고 보조사업 9985억원 반영
올해 대비 4.3% 증가 - 국립제주호국원 등 숙원사업 탄력
국립묘지의 일종인 국립제주호국원

2억원 전액이 반영되었다.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었다.

아울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기재부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어려움 등이

내년에 열리는 국가적 행사인만큼

심사과정에서 100억원이 증액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고보조

특별히 감안되어 내년도 우선 추진 지

시급하고 시너지 효과가 큰 예산이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예산 확보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타지역 호국원

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 마지막 절충과

가 다소 미흡하나 정부 총액예산 재조

국립제주호국원, 제주4 3평화공원, 세

을 이용하던 제주 보훈가족들에게 용

정에서 일부 추가 반영이 될 것으로 예

정 중에 있어 추가 확보가 기대된다.

계자연보전총회(WCC) 등 도민들의

기와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상되고 있다.

숙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가 심사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안은 9985억원
규모이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 대비 4.
3% 증가한 규모이다.
사업별로 보면 국립제주호국원 조
성사업은 기재부의 우선지역 선정 심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이미 국비지원

또 제주4 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

번영로 확 포장사업은 WCC 행사

이 완료된 사업으로 분류돼 추가 예산

업 예산반영이 어려웠으나, 끈질긴 절

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의 신임도 제고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나 국회 예산과

충 끝에 막판 심사에서 요구액 중 50%

등을 위해 차질없이 조기 마무리가 필

정 등에서 절충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가 확보되어 30억원이 반영되었다.

요하다고 인정돼 이례적으로 타시도

이밖에 내년도 국비예산에 새로 반

이는 4 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도로예산과는 차별적으로 전구간이

영된 사업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

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완전 개통할 수 있는 예산 286억원이

단지(평택물류단지) 조성사업 24억

풀이할 수 있다.

확보됐다.

사과정에서 막판까지 절충 노력을 기

WCC 운영 관련 사업은 현재 요

울인 결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

구액 중 약 50%인 71억원이 반영되

나머지 예산 72억원은 2013년에 반
영키로 결정되었다.

원 △김만덕 기념관 신축사업 18억원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31억원 △제
주평화포럼 사업 2억원 등이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했지만

발된 선과장, 상인, 공항과 항만을 중점

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제주시

비상품 감귤의 출하가 기승을 부릴 것

적으로 살피고 있다.

34동, 서귀포시 31동 등 65동에

올해산 감귤 수확기에 접어들어 이처

대해 3억9천만원을 투입, 노후된

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사업대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

위반한 사례는 강제 착색 3건(물량 2만

상은 노후도가 심해 대수선에 준

찰단, 소방본부, 농 감협, 생산자단체

600톤), 후숙 1건(〃 3000㎏), 미숙과

하는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이다.

등과 합동으로 총 38개반 223명(도 5

수확 7건(〃 3만5400톤), 품질검사 미

문의 : 도건축지적과 710-2692

개반 25명, 행정시 33개반 198명)으로

이행 3건(〃 1만200톤) 등 모두 14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감귤을 후숙

에 물량은 6만9200㎏이다.

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 활동
에 나서고 있다.

수확 시기를 앞두고 덜익은 노지감귤
불법 유통이 고개 를 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산 노지감
귤 첫 출하 일자를 정하지 않고 생산농

저소득층

예비사회적기업 4곳 선정

하거나 강제착색해 유통하는 자 △품질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감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

귤 제값 받기는 생산농가 의지에 달렸

한 자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다 며 신선하고 맛있는 감귤을 소비

△비상품 감귤을 승인없이 판매목적으

자에게 공급, 신뢰를 획득하고 잘 익

육성위원회 의 심의를 통해 제주형

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

은 감귤만 수확 출하해줄 것 을 당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백년의 귤

속하고 있다.

했다.

향기 영농조합법인 △한울영농조

가 자율에 맡기기로 지난 달 21일 감귤

특히 극조생 주산지, 비상품 감귤 적

문의 : 도감귤특작과 710-3271.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기업

합법인 △제주미디어(주) △아이
해피(주) 등 4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26

제주항, 국제 관광거점 항만으로

개에 대한 지원도 결정됐다.
문의 : 도경제정책과 710-2511

제주지역 관문항인 제주외항 1,2단계 사업이 준공돼 5일

제주산 팝콘, 올레길 먹거리로

준공식을 가졌다.
제주외항개발사업은 친수형 외곽시설, 접안시설 등을 확충
해 증가하는 연안화물을 원활히 처리하고 국제규모의 관광거

제주에서 생산한 옥수수가 팝

점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2월부터 지난 8월

콘으로 재탄생돼 올레길의 명품

25일까지 추진됐다.

먹거리로 자리매김한다.

이번에 준공된 제주외항은 서방파제 1425m, 동방파제 390

제주산 팝콘은 성산읍에서 올

m, 8만톤급 크루즈부두 1선석, 2만톤급 여객선 및 화물선 1선

해 처음으로 월동무 수확 후 팝콘

석 규모로 총 3464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옥수수를 재배해 수확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하역 능력이 연간 118만3000톤이 증가돼 연간 3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제주를 찾는 국제 크루즈 여객 및 지
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대식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4만4

만들어서 부드럽고 맛있어 관광
000여㎡(1만3400평)규모의 친수공원, 일반화물부두 1선석
(210m) 등을 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문의 :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42

문의 : 도항만개발과 71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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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교육 중심지로 발돋움
첫 국제사립학교 NLCS Jeju 지난달 30일 개교
제주영어교육도시 첫 사립 국제학교

외관은 제주의 자연석과 나무로 꾸며

인 NLCS Jeju가 지난달 30일 대정읍

져 주변 자연과 어울리도록 시공돼 학습

제주영어교육도시 현지에서 개교식을

과 학교생활에 편안하고 최적의 환경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공한다.

이날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학생은 모두 436명으로 △서울 212

NLCS Jeju의 역사적인 개교는 제주

명 △경기 79명 △제주28명 △부산 19

가 세계로 비상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명 △인천 5명 △광주 전라 17명 △대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구 경상 13명 △대전 충청 8명 △강원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명이고 해외유학생도 52명에 이른다.

이사장은 NLCS Jeju는 161년 역사

신입생 436명 가운데 357명은 기숙사

의 영국 명문사학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생활을, 나머지 79명은 제주시와 서귀포

그 전통 속에 쌓인 교육철학과 교육시스

시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해 통학한다.

템의 노하우 그대로를 제주에서 실현시

NLCS Jeju는 영국 NLCS의 자매

키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될 것 이라고

학교로 영국 교육 프로그램과 IB프로그

이번 개교한 NLCS Jeju는 10만438

년간 기숙사 관리를 전담해 온 전문 사

강조했다.

램을 적용하며, 졸업생은 국내 학력 인

5㎡ 부지에 건축면적 2만9250㎡, 연면

감들이 배치돼 하우스 시스템 을 기반

정과 NLCS 본교 졸업장을 동시에 취

적 8만3486㎡ 규모로, 초 중 고 학습관

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득하게 된다.

과 음악 미술실, 스튜디오, 공연장, 스

은 물론 전통 영국 문화를 배우는 기회
도 제공한다.

NLCS Jeju 피터 데일리 교장은 가
장 먼저 문을 여는 국제 사립학교인 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큼 모범이 되겠다 면서 좋은 학교의 기

또 전 세계 대학에서 그 권위를 높게

포츠센터(수영장), 농구 배구장, 기숙

준을 세우고 본교의 철학을 공유함은 물

평가하는 국제학위 IB프로그램을 이수

사, 체육실, 대강당, 의료센터 등 11개

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

할 경우 영국, 미국 등에 소재한 대학 입

동이 학생들의 학습동선과 하루 일과를

을 만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학 시 우선순위, 특례입학, 장학금 수혜

고려해 배치됐다.

기숙사 생활은 영국 사립학교에서 수

교사는 총 65명이며, 이 중 영국교사
가 48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문의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97-5508

WCC총회 D-1년

제주의 환경 문화 가치 전 세계로
D-1년 기념행사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1년을 앞두고 도민이 주최가 되는
지구촌 환경올림픽으로 승화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D-1년 행사가 지난달 24일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과 WCC
범도민지원위원, 생태문화해설 자원봉
사자, 생태문화탐방 참가자, 학생 등 10
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회관 일대
이번 행사에서 WCC범도민지원위원

IUCN사무총장이

세계의 자연환경

변화와 위기에 따른 세계 공동의 환경

회 12개분과 342명을 위촉하고, 생태

보전노력을 위한 IUCN의 역할 과 2

문화해설 자원봉사자 213명도 위촉했다.

012제주WCC의 중요성과 WCC를 통

그리고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

한 제주 환경발전 기대와 세계환경수

을 걸으며 자연생태 탐방의 기회를 갖기

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12 WCC의

도 했다.

중요성을 감안, 이례적으로 아쇽 코슬라
IUCN총재와 자브드 자바르 부총재, 줄

아시아지역보전포럼 개최

도로의 도약 이란 주제

리아 마르통 르페브르 사무총장이 동시
에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의 녹생성장, 자

2012 WCC총회의 지역차원 사전 행

연+ 를 주제로 첫날 고위급 패널을 비

또 이날 청소년과 일반

사인 IUCN 아시아지역보전포럼이 지

롯, IUCN 중점계획을 검토하는 등 아

자전거 동호인 180명으

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

시아지역 환경논의의 물꼬를 텄다.

로 구성된 WCC자전거

시아에서 열렸다.

로 특강을 했다.

홍보단 발대식과 오후에
는

사려니

숲길에서

IUCN 사무총장과 제주
여성리더 30여명이 숲길

또 아시아지역 환경 실행계획 검토 및

이번 회의에는 IUCN 아시아 19개 회

2012 WCC 대비 의제 논의 등 2012

원과 국내 IUCN 회원, 환경전문가 등 6

WCC총회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00여명이 참석했다.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환경관련 국제협

문의 : WCC추진기획단 7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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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 탐라문화제가
반세기를 맞았다.

려한 본 행사가 펼쳐지는 것이다.

탐라문화제는 50년 전인 지난 1962
년 제주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가

이번 탐라문화제는 6개 축전, 30여개
축제로 구성되었다.

기축제, 제주굿축제, 향토문화장터 등으
로 펼쳐진다. 특히 제주어웅변대회와 시
낭송대회, 노래부르기대회로 세분화된

꿨으며, 2002년 제41회 때부터 탐라문

개 축제) △민속예술축전(5개 축제) △

제주어축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로 개칭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전통생활문화축전(5개 축제) △50회

지난 5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50년을

있다.

기념축전(6개 축제) △예술축전(4개

제시하는 50회 기념축전 은 해외로 찾

축제) △폐막축전(3개 축제) 등이다.

아가는 탐라문화제로 이미 시작되었으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제주도민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기원

며 올레 위의 제주학 이라는 제목으로

탐라문화제는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새

축제 는 7일 탐라개벽신과 의인 김만덕

펼쳐지는 문화유산 답사, 오일장 문화축

로운 미래의 제주문화를 창조하는 대제

의 신위를 모신 전통유교식 제례봉행을

제, KBS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5개

전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하에 큰 변화

시작으로 탐라문화제 출연팀과 43개

제주도립예술단이 참여하는 경축예술

를 꾀하고 있다.

읍 면 동 풍물단이 참여하는 길트기 축

무대 등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로 이어진다.

수준 높은 제주예술인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예술문화축전 은 전

삼성혈에서 채화된 축제의 불꽃이

시, 체험과 공연축제, 이벤트축제와 예

50년을 맞이한 새로운 변화는 지난 8

거대한 축제의 행렬을 이루어 제주시청

술경연대회로 준비되어 지역고유의

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일본의 도쿄

에서 주무대인 탑동까지 행진하는 문화

문화적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줄

와 오사카에서 열린 해외로 찾아가는

의 길 축제가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

것이다.

탐라문화제 로 이미 시작되었다.

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가
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

국가지정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시상식과 축하
공연으로 화려하게 마무리된다.

민속예술과 전통의 향기 물씬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인 제주칠머리

재일동포 개막식 참가

당영등굿 을 시연한 것을 비롯해 제주

신명과 감동을 전해줄 민속예술축

불교의식, 민속뮤지컬, 민요공연들을

전 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내

특히 이번 탐라문화제기간 일본 관서

선보였다.

탑동광장에서 학생민속예술축제, 농업

(오사카, 교토, 고베지역) 제주도민협

문화축제, 무형문화재축제 등을 중심으

회(회장 강실)는 전세기를 동원, 190여

로 펼쳐진다.

명이 7일 탐라문화제 개막식 참가 등 2

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민속문화
를 소개하는 사진전도 함께 열어 재일
제주도민은 물론 일본인들에게 제주의

무형문화재축제에서는 제주칠머리당

독특한 문화예술과 아름다운 제주의 자

영등굿을 비롯해 강릉단오제관노가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려운 환경속에

연을 소개했다.

극, 고성농요, 제주민요 등 국가지정중

서 고향제주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재

요무형문화재들은 물론 해녀노래, 납읍

일제주인 1세대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리마을제, 제주불교의식, 진사대소리,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1세대들을 대상

방앗돌 굴리는 노래 등 도지정무형문화

으로 하는 고향방문사업 으로 10명을

재 공연과 갓일, 망건, 탕건, 제주옹기장

초청한다.

탑동광장서 5일간 개최
일본으로 뻗어나간 탐라문화제는 이
제 다시 바다를 건너 제주로 돌아온다.
천년의 탐라문화, 세계문화유산으
정의골 마을축제

제주어축제, 전승생활문화축제, 민속경

지난해보다 신규 축제가 50% 가까이

해외로 찾아간 탐라문화제

방앗돌 굴리는 노래

활문화축전 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늘어난 규모로 그 분야는 △기원축전(8

제, 개막축제,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으

제주어 말하기 대회

향토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전통생

이후 1965년 한라문화제로 이름을 바

장 오래된 지역 축제이다.

49회 탐라문화제 거리문화제

일까지 제주시 탑동광장을 중심으로 화

로 를 주제어로 내걸고 오는 7일부터 11

등 무형문화재 시연이 펼쳐져 전통적인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한 자
리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박3일 일정으로 고향을 체험한다.

문의 : 도문화정책과 710-3417~8(http
://culture.jeju.go.kr)
<박범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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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년작가 5人의 회화전 길 위의 희망
이중섭미술관 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특별기획전
이중섭미술관이 제주의 젊은 청년작
가 5명을 초대해 기획전을 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시되는 청년작가 5인
의 회화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길 위의
희망 이다.
이중섭미술관에 초대된 청년작가는 박

9
09

문예회관 대극장
일 시
10. 14(금)
19:00
10. 15(토)
19:00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기원
064-710-7642~3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무 료(초대권 선착순 배부)
제41회 정기공연

암과 돌담, 화산

064-710-7643
10. 21(금)~
우수작품 기획 초청공연 뮤지컬 1층2만원/2층1만5천원
22(토)
(문화사랑회원30%할인/
오디션
19:30
단체20인이상20%할인)

암의

10. 28(금)
19:30

가족연주회
비올라 그리고 성악

010-4175-2214
무료

10. 30(일)
19:30

2011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
합창단 연합 합창제

010-7605-0053
무료

조기섭은 현무
형상들을

쌓고 있다.
우리에게 보이

문예회관 소극장

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

일시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

생각의 일부분일

10. 5(수)
19:30

허튼 굿

064-722-0129
010-3093-2528
전석 5천원

로 창작의 길을 지속시켜 나가는 길 위

뿐 모든 사물은

제50회 탐라문화제
시조가곡 경창 대회

064-753-3287
무료

어린이국악 체험 뮤지컬
호랑이를 만난 놀부

02-2654-6854
일반1만5천원/학생1만
2천원/단체1만원

매직 복화술 Show!

011-729-7555
일반1만5천원/할인1만원
단체4천원

10.28(금)
19:00

최상돈의 제주4 3 창작 음악회
당신

010-2699-4353
010-2032-0425
일반 1만원 / 학생 미정

10.29(토)
19:00

양정원 제주어 음반 출시기념
작은 음악회

011-9487-3066
일반 1만원(CD배부)

10.30(일)
16:00

백영미음악학원 정기연주회

010-3694-9432
무료

재윤, 안소희, 조기섭, 한강, 한승엽이다.

의 희망 을 기획전시로 엮어냈다.
작가들은 나름대로 길 위에서 만난 삶
과 역사와 자연을 그려냈다.

변화하기 때문에
조기섭에게 그림
이란
사물을

상품의 다른 표현으로 교환가치를 상

한 추상적 행위

멈추게

징하는 매개 수단이기도 한 돈은 자본주

로 간주된다.

의 사회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돈의

한강은

안소희는 우울한 기분으로 삶을 읽어

10. 9(일)09:00
일반부 경연
16:00 시상식

변화하는

박재윤은 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포로가 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10. 8(토)09:00
학생부경연 /11:
00 민요공연 / 1
3:00 일반부경연

10. 12(수) ~
13(목) 10:10
11:20
10.20(목) ~ 10.
21(금) 11:00

성철

스님, 사진가 김

10.22(토) ~
10.23(일)12:00
14:00/16:00

한 강 꿈 속의 바다

영갑 등 명사들

내는 그림을 그렸다. 슬픈 감정으로 본

의 얼굴을 통해 그들의 삶을 기념하고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

자화상이자 타자의 초상이기도 한 것이

자 했다.

후 6시까지이다. 입장료는 일반 1000

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 자기와 같
은 타자의 존재를 고독과 우울, 불안한
심리상태로 투사하고 있다.

한승엽의 인물화는 이웃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자 현실인식이 담겨져 있다.
특별기획전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원, 청소년 및 군인 500원, 어린이 300
원이다.
문의 : 이중섭미술관 733-3555

제1 전시실
일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10. 4(화)~
10. 8(토)

제20회 제주 한국화협회 전
(한국화)

제주한국화협회
010-3393-0202

10. 9(일) ~ 제10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입상
한글서예사랑모임
10.13(목)
작품전(서예)
010-9838-6724
10.14(금 ~
김남숙, 강문석, 이은경
제주우수청년작가 초청전(미술)
10.19(수)
010-6429-6524
10.20(목)~
제36회 제주대학교예술학부 제주대학교예술학부미술전
10.24(월)
미술전공 졸업 작품전(미술)
공010-3119-1639
10.25(화)~
10.29(토)

제7회 강창화 서예전(서예)

서예가 강창화
010-3698-4959

10.30(일)~
11. 4(금)

조영희, 강봉옥 2인전(사진)

사진작가 조영희
011-691-1535

제2 전시실
일시

공연명

주최 및 연락처

10. 3(월)~ 박선희 제4회 개인전 제주의 자
10. 8(토)
연을 담은 그릇 (도예)
10. 9(일)~ 제10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입상
10.13(목)
작품전(서예)
10.14(금)~
제주우수청년작가 초청전(미술)
10.19(수)

도예가 박선희
010-2620-3287
한글서예사랑모임
010-9838-6724
김남숙, 강문석, 이은경
010-6429-6524

10.20(목)~
10.25(화)

고민철 전(서양화)

서양화가 고민철
010-4602-0443

10.26(수)~
10.30(일)

제5회 이미선 개인전(한국화)

한국화가 이미선
010-2728-6315

10.31(월)~ 제21회 멀티미디어 디자인전공
11. 4(금)
졸업전(디자인)

제주대학교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졸업위원회
010-2849-1427

제주아트센터

관에 선정되길 바라는 염원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안무자 배상복)은 Soul of

도립무용단은 한국 춤의 제주화, 제주 춤의 세계화를 목

Jeju Ⅱ - 눈부시리만치 찬란한 그날을 보다 란 주제로 제

표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하는 풍요로운 춤

41회 정기공연을 펼친다.

의 무대를 제주도민들에게 선사하고, 제주 전통춤의 우수

이번 정기공연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마
련됐다.

성을 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연은 오는 14일(금)과 15일(토) 문예회관 대극장에
서 이틀에 걸쳐 오후 7시부터 80분간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주제인 Soul of Jeju Ⅱ - 눈부시리만치 찬란한

관람료는 무료이며, 초대권 배부는 문화예술진흥원 공

그날을 보다 는 제주 섬의 거친 환경과 삶의 궤적을 긍정

연기획과(710-7642~3)나 도립무용단 사무국(710-767

적으로 풀어내고 비상을 준비하는 제주의 외침을 그린다.

4)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를 향해 나가는 제주의 자신감과 세계7대 자연경

초대권은 5일부터 1인 2매에 한해 선착순 배부된다.

공연명

연락처 및 요금

10. 5(수)
20:00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참! 좋은 음악회

02-2675-7900
무료

10.8(토)~
10.9(일)11:00
14:00/16:30
(2일6회)

캐릭터뮤지컬 뽀로로

1661-0915/ 070-8654-0377
/인터파크VIP(뽀로로)석4만
원/R(포비)석3만5천원/S(에
디)석3만원/A(크롱)석2만5
천원

10.11(화)
19:30

선교자선음악회

064-757-3567
무료

우수작품 기획 초청공연
- 뮤지컬 셜록홈즈

064-753-2209 VIP석 5만원/
R석 4만원/A석 3만원

10.20(목)
19:30

제주교향악단
제95회 정기연주회

064-728-3292~4
일반5천원/단체4천원/
학생3천원

10.22(토)
16:00 / 20:00

부활 제주 콘서트

10.23(일)
17:30

제9회 제주늘푸른음악회

10.15(토)
15:00 / 19:00
10.16(일)
15:00

1600-6089 인터파크 쇼티켓
VIP석 8만8천원/R석 7만7천
원/S석 6만6천원
064-758-2757
010-3698-8789
무료

10.28(금)
19:00
10.29(토)
15:00 / 19:00

연극 라이어

1588-0766
인터파크 / 티켓마루
전석 3만5천원

10.30(일)
14:00 / 18:00

YK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찬란한 춤사위로 표현된다.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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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다이내믹제주」에서는 유네스코에 목심

랑 랑

언어 로 지정된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 3월부터 제주어로 된 기사를 기획, 연재하고 있다

무신거
일출봉! 이런 오름이우다
일출봉! 오랜 옛날 중기 홍적세 때 물
속에서 1,000도가 넘는 고온용암이 바
당물광 만낭 팡 터지멍 멩글어

젠마

씸. 사발모양의 분화구를 아흔아홉개
봉괴석(奉怪石)들로 둘러진 모습이 성
(城)광 담덴 연 성산이라

엿고 해
엿

돋이 광경이 벨나난 일출봉이라
니다. 성산은 본디 좁작

젠

모살로

구릉으로 사름덜이 뎅겨난 섬이여
신디 질을 너르게 터놘 본섬과 잇어
수게.
바당에서

래어 볼 때는 임금님이 쓰

으곡 우티서

는모

레여보민 어마

장장 여 마씨. 일출봉에 상 동세백이
음이 노고록 곡

조상님덜이 날 어듸서 낭 크게

일출비경, 축제로 승화

여

도 가속덜

고맙게 셍각뒈곡, 오는 11월 11일 세계

일출봉에서 해 떠오르는 거 보 민 쉬

연경관에 일름 덜 올리게 뒈민 제

운게 아니라마씨. 경 난 해오르는 거 보

7대

주 사름덜

못 거둥상 거릴 거우다.

마씨. 이추륵

앗뎅

민 3대가

안 다는 말이 잇어

이와기가 이시난 올 희
는 일 잘 뒈게

비는 사름덜이 하영하영

여줍셍

다는 중장군바위 이야기 등이 있어 일출
봉은 전부가 이야기 덩어리입니다.

아 왐수게.

해맞이 인파가 모인 정상 어둠속에서

생태보고 이면에 아픈 흔적이

태양 지 신위(太陽 之 神位) 에 고 영
일출예찬으로 기원제를 올립니다. 모여
든 사름덜은 정성으로 큰 절을 올리며
벌겋게 와글와글 타오르는 해를 맞이하
경 당 운이 좋앙 해를 보아지민
덜 들락키민

둥이도 안으멍

이녁

염생이 )덜을

름소쉐덜이 자랑, 쉐

멕이는디 엉장에는 벨난 풍란과 춘란
등 15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청정 바

려 숨 죽여 가며 기다립니다.
듸 사름 손도잡곡

분화구에는 새 ), 어욱 ), 자골, 끅, 지

당에는 신종 해산식물 등 120여종이 자
찌

랍니다. 해양 동물은 한국산 미 기록 종

상이 뒈곡 어떵

을 포함하여 170여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당 해가 구름 소급데레 곱아불민 몸이

밝혀져 해양 동식물이 생태 보고입니다.

싹 영 기십덜이 읏어부러마씨. 이처

제주에서 생산된 국마(國馬)를 한양

럼 떠오르는 태양은 한 순간에 보는 이

으로 보내던 수마포가 있습니다. 주변에

의 감정을 사로잡아 버리곡. 희비의 순

는 일제만행의 흔적으로 진지 굴을 파

간을 교차하며 신년소망을 기원합니다.

놓았고, 광치기해안변에는 4.3학살이

축제장에는 제주별미 먹기, 신년운수

슬픈 흔적을 남겨 비경을 보러 온 사람

보기 등의 체험장으로 흥을 이어가고 축

들에게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곳으로 볼

제는 무르익어 비경을 보면서 먹고 즐기

때마다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는 것으로 더 낳은 새해를 기약하며 막
을 내립니다.

온 상 사름덜이 다 모다지는 성산일
출봉에 왕 이듸 저듸
단 보난

이야기 덩어리 일출봉

히

나게 조름에 쫓아 뎅기젠 난 폭삭 속앗
우다. 해가 바당 소곱으로

동틀 무렵! 일출봉에 오르면 바당에서
이글거리며 솟아오르는 해 뜸이 장관이

레멩 댕기

냑 ) 때가 뒈어신게 마씨.

어둑엉 집사 못

물아불민 )

아 갈티사 멩심덜 영

져 갑서양!

예사롭지 않아 선인들은 성산출일(城山
出日) 시를 지어 동쪽 머리에 서 있는
산이 불야성 같더니 / ~ 중 략 ~ / 온

각 주설명

세상 나라들이 밝음을 우러른다 로 읊
어 예찬 하였습니다.

1)띠
2)억새

괴암 등경돌[燈擎石]에는 설문대할
망과 김통정 장군에 얽힌 바농질 이야기
가 있으며, 봉 아래 진해망(鎭海望)과

글 : 고재수 전 교장
제주어보전회 이사

성산망(봉수대), 코끼리바위와 금마석,

제공 : (사)제주어보전회

바위 알로 지나가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

www.jejueo.com

3)염소
4)저녁의 제주어
5)내려가 불면, 해가 져버
리면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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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언덕, 수월봉 트레일
제주도 지질공원이 유네
제주 중산간 마을인 애월읍

렸다.

는 잣길은 제주에서도 보기 드

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

물게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증을 받은지 1년을 기념하

곳이다.

는 행사가 바람의 언덕, 수

장전, 유수암, 소길리 주민들이

이 길은 애월읍 장전과 유수

만든 역사 문화탐방로인 녹고

암, 소길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

뫼마을 쉐질 이 열렸다.

내 끊어진 잣길을 연결하고 소

그리고 주민들이 이 길을 따

가 다니던 쉐질을 정비해 복원

라 생태연못, 올레길, 석관묘,

지난 1일에는 기념식과 함

했다.

유수암천 등 역사문화 자원들

께 음악회와 타악기앙상블

녹고뫼마을 쉐질 걷기 이벤트
가 지난 2일 오전 9시 장전초등

월봉에서 열린다.

학교에서 선포식을 시작으로 이

쉐질을 따라가다 보이는 잣

을 포함한 이야기가 있는 길,

등이 열렸고, 5일에는 제주

야기가 있는 쉐질 일대에서 열

길은 주위에 있는 돌을 이용해

쉐질 이라는 탐방로 코스를 만

웰컴센터에서 제주도 지질

밭보다 높게 쌓아 길로 이용한

든 것이다.

공원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너비 1m에서 1km에 이르

이날 행사에는 이런 의미있는

또 1일부터 시작된 국제

길을 걷기 위해 마을 주민뿐 아

트레일이 오는 15일까지 지

니라 관광객 등이 참여해 성황

질공원 대표명소인 수월봉

을 이뤘다.

일대서 열린다. 트레일 스탬
프 투어 완료자에게는 수월봉 책자가 제공된다.
문의 : 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 710-6576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한 가을잔치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슬

잔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 제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개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을 7대경관 잔칫날로
농촌지도자 한마음 회원대회가 4일

개회식에서는 우수회원 표창, 세계7

조천읍 체육관에서 농업인 700여명이

대자연경관 투표 참여 결의문 채택, 투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표 기탁금 모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시연합회(회장 김묘생)가 공동으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제주가 세계

이 행사는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

로 참 고맙고, 아름다운 가을 이란

7대경관으로 선정돼 잔칫날로 치를 수

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장덕현)가 지

있기를 기원하는 한마음 대회로 열렸다.

역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과 온난화에

주제로 지난 1일 개최한

슬잔치에

는 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작지만 강한 제주농업은

대응하기 위한 제주농업의 활로를 모색

제주시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라는 주제로

하고, 회원 상호간 단합과 우애를 다지

서 열린 이날 행사는 동아리 난타,

열려 강성후 세계자연유산본부단장의

기 위해 추진됐다.

초청가수 공연 등 음악회가 열렸

특강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문의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61

고, 나에게 보내는 가을엽서 만들
기 콘테스트, 가족단위 허수아비
콘테스트 등이 펼쳐졌다.
또 농산물 이름을 맞춘 어린이에
게 병아리 2마리를 분양하는 등 체험
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했다.

김묘생 회장은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장 주변에는 생활개선 회원

부터는 도시민과 지역주민, 여성농

이 직접 만든 닭죽, 보리버거, 쉰다

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

리 등 먹을거리를 운영했고, 7대경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관 투표 성금을 위한 아무거나 장
터 를 운영하기도 했다.

2012학년도 고입전형 세부계획 확정

행사라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내년

문의 : 도제주시농업기술센터 760
-77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평준화
지역 일반고 3,120명 등 총 7,997명
을 선발하는 2012학년도 제주특별
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
및 평준화지역 일반 고등학교 입

맥간 공예교실

이도1동

어르신 장수춤 장려

학전형 요강 을 확정했다.
고입 선발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

2월 5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가원에서 전국 공통 출제한 필답시

전기모집 학교에는 1개 학교에만

험(180문항)으로 시행되며, 학년별

지원이 허용되며, 전기 고등학교에 합

출제비율은 1학년 과정 10%, 2학년

격하면 입학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후

과정 20%, 3학년 과정 70%로 출제

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되고, 영어듣기 10문항이 포함된다.

학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고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전년도에 비해 달라지는 점은 선

6일~9일, 선발고사 실시는 12월 21일

발고사 문항수가 축소되고(186문항

중문동(동장 김곤성)은 생활 속 폐

이도1동 어르신장수춤 동아리(회장 김

이며, 합격자 발표는 비평준화지역 일

→180문항), 제주과학고의 자기주

품을 활용한 맥간공예교실을 운영하며

영자)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

반고가 학교별로 12월 말까지, 평준화

도 학습전형 모집비율이 확대되며

많은 수강자들의 관심과 호응속에 인

램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고교는 내년 1월 13일에 할 예정이다.

(12명→20명), 서귀포여고가 자율

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달 28일부터 2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

특성화고는 내신성적으로만 신입

형 공립고로 지정됨에 따라 선발시

있다. 이 강좌는 주변의 재료들을 이용,

서 열린 제4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

생을 선발하며 오는 11월 28일부터

생활소품을 만드는 생활공예 학습 활

로그램 경연대회에 전국 40개팀이 참가,

30일 사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

동이다.

이도1동은 제주시 대표로 출전했다.

<오봉근 중문동 명예기자>

험 없이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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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시 외곽

장, 용두암, 공항, 시외버스터미널 등 16

관광지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개 곳에 정류소를 두게 되며 소요시간은

1일부터 시티투어 버스 시범 운행에 들

약 l시간 30분이다.
요금은 성인 5천원, 초 중 고생 및 장

어갔다.
시티투어 버스는 예비용 공영버스 4

애인, 국가유공자는 3천원이며 승차권

대 중 2대를 이용하여 오전 9시부터 오

1매 구매로 당일에 한해 여러 번 무료로

후 6시까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매시간

탑승할 수 있다.

출발하여 1일 10회 운행한다.

외국인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운행

운행구간은 시외버스터미널, 제주시

노선과 운행시간, 요금, 투어관광지를 영

청, 별빛누리공원, 한라생태숲, 사려니

어, 일어, 중국어, 한글 등 4개 언어로 제

한편, 시는 투어버스 운행을 위해 지

숲길 입구, 돌문화공원, 절물자연휴양

작된 리플릿을 비치하는가 하면 버스외

난 9월 시티투어버스 운행면허 취득 및

관 표식도 4개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

정류소 안내판 설치 홍보 등 사전준비

림, 노루생태공원, 4.3평화공원, 국제부
두, 연안부두, 동문시장, 관덕정, 서문시

운행구간에 위치한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별도다.

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11월까

지(2개월간), 내년 3월부터 5월까지(3
개월간) 시범운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
본격 운행할 계획이다.
이용문의 및 불편신고는 제주시 공영
버스 728-3211~2

<제주시 공보과>

해올렛연합사업단 참여업체 품목 확대
제주시는 지난달 22일 해올렛연합사업

기준(HACCP)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단 지원단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8개 품목

등 인증업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해

위주로 운영되어 온 해올렛 브랜드 사용

올렛브랜드로 유통되는 전 품목에 대해

품목을 17개 업체 30개로 확대하고, 일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농산물

가정 또는 학교급식 등 식재료로 사용하

표준규격정보,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

기에 적합한 품목으로 조정했다.

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이번에 참여업체와 품목이 확대된 것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나갈 계획이다.

은 지난 5월 13일 농업회사법인 (주)해

시는 앞으로도 제주향토음식의 현대

올렛연합사업단(대표 김동순)이 법인

화를 통한 육지부와 차별화된 식재료 공

체로 출범한데 기인한다.

급으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

또한 제주산 식재료의 강점인 청정 웰빙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나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는

애명 기록사진전을 제주목관아(사

브랜드를 이용, 국내외 시장을 주도할 고

가을의 멋스러운 정취가 절정을 이루

적 제380호) 회랑에서 다시 한 번

부가가치식품소재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

현재 해올렛연합사업단에서는 해올

는 10월을 맞이하여 제주목사의 흔

개최, 4개 국어로 소개하여 도민을

시켜 제주의 청정성과 신선도의 농수축산

렛브랜드 품목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직

적을 더듬어보는 첫 번째 이야기로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제주 풍

물 이용을 적극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판매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돌에 새겨진 제주목사의 자취(Ⅰ) -

물 및 제주사(濟州史)에 대한 소통

용연 마애명 사진전 을 지난 4일부

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터 오는 11월 4일까지 개최한다.

관아에서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낸

경치 좋은 자연 속 암벽에 자신의 이

용연 마애명과 마주하는 시간을 통

름이나 풍광의 흥취를 글로 쓰고 새

해 제주목사를 비롯한 옛 선인들의

기는 것을 즐겼다.

호기(豪氣)와 그윽한 멋을 느껴 보

상음악회 의 부대행사로 제주문화
원(원장 신상범)이 마련한 용연 마

문의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7
28-3321

고즈넉한 운치를 자아내는 제주목

과거 조선시대 문사(文士)들은

이번 전시는 지난 2011 용연선

이에 따라 시는 참여품목들에 대한 안
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

갈 계획이다.

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
무소 728-8662

서부지역 가을철 가뭄대책 추진
제주시는 지난 8월 하순 이후 고산기상

뭄대책상황실과 농업용수 비상급수 지원

대 강수량이 1.6mm로 매우 적어 서부지

팀을 운영, 급수장비 및 인력을 배치할 수

역에 가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있도록 당부했다. 또, 가뭄 취약지, 희망

가뭄대책 추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가뭄

지역에 양수기 및 물빽, 물통을 우선 설치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고, 읍면동 별로 관정 및 장비를 풀가동
하여 농가에서 필요시 급수에 차질이 없
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간, 제주 중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초기

시는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동지

가뭄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토양 수분 관

역 및 동부지역에도 가뭄대책을 확대 추

측지점 중 경사지 및 자갈이 섞인 토양

진하고 물통, 물빽, 소방차, 레미콘 등을

은 가뭄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용해 급수 수송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에 따라 오홍식 부시장은 지난 28
일 읍면동 부읍면장 및 산업담당 긴급회
의를 개최, 시 및 서부지역 읍면동별로 가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문의 : 제주시 가뭄대책상황실(농정
과) 728-3341

YK

최근 농업기술원 조사에 따르면 토양
수분상태는 현재 서부지역 해안과 중산

CM

CM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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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홈페이지
사용자 편의성 웹 접근성 높아지
서귀포시 홈페이지가 새롭게 탈바꿈

한 맞춤형 정보, 생활 복지 산업/경제

했다. 서귀포시는 시 홈페이지(http://

등 분류별 정보로 구성, 최대한 단순화

seogwipo.go.kr)를 전면 개편, 지난달

한 구조로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시범운영을 마친 후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
영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존 홈페이지 속도 저하의 요인
이 되고 있는 노후화된 웹 서버와 데이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 홈페이지에

터베이스를 전격 교체하는 등 웹 서비스

서 제공하는 정보를 모든 이용자가 동등

환경을 대폭 보강하여 보다 빠른 서비스

하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진단을 거쳐 웹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와 디자인을 찾기 쉽고 편리
하게 구성했다.

△서귀포평생학습센터(http://qolup

께 마련돼 감귤에 대한 자료를 핸드폰을

.seogwipo.go.kr)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해서 검색,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온라인 수강신청 및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동부종합사회복지관(http://welfare.

보강하였으며,

△감귤박물관(http://

seogwipo.go.kr)은 서귀포직영의 종합

kr/news)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citrusmuseum.com) 홈페이지도 전면

사회복지관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웹 서
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시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개별사이트의 재구축도 이뤄졌다.
△시정뉴스(http://seogwipo.go.

메인화면은 알림마당, 시정뉴스를 가

될 수 있도록 SNS(트위터, 페이스북

개편됐다. 테마전시실, 세계감귤원 등 6개

운데로 배치해 최신정보를 쉽게 찾아 볼

등) 연계요소를 추가 및 기사검색 기능

의 메뉴로 구성된 모바일 홈페이지(http

문의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760-2275

수 있게 했고 시민 사업자 관광객을 위

을 보강했다.

://citrus.seogwipo.go.kr/m)도 함

<서귀포시 공보과>

최남단 마라도 불법행위 엄정 대처
카트운행, 호객행위, 노점상 등 문제해결 방안 마련

는 골프카트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주

마라도내 불법건축물 12동에 대해

민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토록 요구키

서도 건축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절

로 하고, 개선안이 기간 내에 도출되지

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않을 시는 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

또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포장마차
등을 설치,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9동은 문화재보호법과 식품위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카트 적정수준 운행(예시 총 30대 내

을 제시했다. 마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외 운행) △안전검사 및 보험가입 △고

시의 이번 결정은 고창후 시장의 강

로드맵은 지난 9월 28일 고창후 서귀

장난 카트 지체 없이 폐기 요구 등이다.

력한 의지에 의해 취해진 것으로 고

포시장 주재로 열린 관계자 회의 직후

시는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

에 나온 것으로 다음날 공식 발표했다.

우 우선 산책로에 카트를 운행할 수 없

생법 규정에 의거 철거키로 했다.

시장은

앞으로도 원칙에 있어서는

민원이 생기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시는 마라도 문제 해결 원칙으로 첫

도록 장애(규제봉)시설을 설치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 고

관광객의 안전사고와 환경파괴 등 많

째, 법질서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고 둘

법적 절차를 거쳐 산책로를 도로로 고

말했다.

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토의 최남

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

시할 계획이다. 도로로 고시되면 도로

마라도는 29만9346㎡면적에 53가구

단 마라도에 대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

하며 셋째, 기준과 원칙을 넘어선 기득

법에 의해 카트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108명이 거주하고 있고, 1997년 9월

서 엄정한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권은 불인정하며 넷째, 최고의 환경청

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월 30일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 2007년 7월

서귀포시는 최근 마라도를 방문하

정 지역이면서 대한민국의 보물인 마

부터 마라도 선착장에 카트 호객행위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

는 관광객의 안전사고와 환경파괴 등

라도의 가치를 후세에 전해준다는 4가

를 단속하기 위해 자치경찰 2명을 배

다. 2005년 1월에는 자동차운행 제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골프카트, 호객

지 원칙을 내세웠다.

치했다. 호객행위 적발 시에는 즉결심

특구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운행이 전

판에 회부해 벌금형에 처한다.

면 제한되고 있다.

행위, 불법건축물, 노점상 문제 등에

이를 위해 먼저 무질서하게 운행되

감귤 출하를 위한 품질검사원 교육 실시

성읍민속마을 취타대

서귀포시는 지난 9월 27일 김정문화

중국 상해 국제공연

회관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2011
년산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교육을 실시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들로만 구성

했다. <사진>

된 성읍민속마을 취타대(대장 강성
상해국제관광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았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린

서귀포시내 366개 선과장별로 추천받
라의 전통 민속 계승에 대한 자긍심

은 637명의 품질검사원을 대상으로 감

고취는 물론, 우리 고유 민속의 위대

귤 강제 착색 및 후숙 금지, 감귤 도외 반

함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 고

출시 이행사항 등 감귤 품질 검사와 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사전 차단해 소

밝혔다.

하 요령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했다.

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체계 개선으

국제행사에 공식 초청돼 공연을 펼

성읍민속마을 취타대는 지난 200

교육 이수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

친 성읍민속마을 취타대가 세계인 7

8년 전국 최초로 성읍지역 주민 40

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선

0여 만 명의 이목을 집중시켜 세계

명으로 구성, 그동안 서귀포칠십리

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 선과장 및

인에게 제주 문화를 널리 알렸다.

축제, 정의골민속한마당 축제, 도민

품질검사원 고유번호를 부여 하게 된다.

강성화 취타대장은 세계적인 문
화축제인 상해 공연을 통해 우리나

체전 개막 행사 등에서 공연을 펼쳐
왔다.

로 유통인과 생산 농가들이 상생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점을 강조했다.
금년 노지감귤은 지난달 21일 제주특
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출하 초기 잘 익은

첫 출하일자를 정하지 않고, 생산농가 자

감귤을 출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노지

유의사에 따라 잘 익은 감귤만을 수확해

감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서 출하토록 지도키로 결정한 바 있다.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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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말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제34차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모임인

의원

제주미래전략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대

업연구회(대표 오영훈 의회운

림)는 지난 4일 오전 행정사무조

영위원장)가 지난달 22일 의

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후

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에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

말 산업의 시대! 제주의 말 산

토론회에 앞서 오영훈 대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

표는 국내 말 산업은 향후

지난달 15일부터 민 군 복합형

아 모색 을 주제로 제34차 정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자리 잡고 국가 경제발전 및

관광미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0

(위원장 위성곤)는 결과보고서

일부터 말 산업 육성법 시행

로 기대된다 며,

국민여가 향상에 기여할 것으
폭발적인

에서 제주도와 국방부가 작성한

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말 산업

기본협약서의 이중계약 의혹, 환

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말 산업

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색할 때 라고 강조했다.

문화재 발굴조사의 적법성, 15만

건설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촉구

t급 크루즈 선박 입항 능력 검증

하기로 하고, 민군복합형 관광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등 분야별 조사결과를 담았다.

미항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제287

결과에 따른 국정조사 촉구 결

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의안 을 채택했다.

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해녀문화 세계화 방안 토론회

의정체험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해
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행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
특히 방과후 보충 자율화 조

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관

례안, 그린마일리지제 시행 조

심을 표명하고 있어 해녀의

례안, 학생 두발규제 조례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6건의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화)

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토론

거쳐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전

가 지난달 23일 의원회관 대

내용이 집중되었다.

자투표를 했으며, 지진에 관한

회의실에서 해녀문화의 세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철

설비 설치 및 안전교육정책마

계화 방안 을 주제로 토론회

인 제주대 교수의 제주 해녀문

련, 청소년 문화의 현재 모습, 소

를 개최했다.<사진>

화의 체계화와 유네스코 유산

리 없는 공포 석면 등의 내용으
로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

의의회를 개최했다.<사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날 토론회는 여성의 섬

등재 전략 , 조한혜정 연세대

제주에서 제주해녀 문화의

교수의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체성을 현재적 위치에서

방안 , 좌혜경 민속학 박사의

지난 1998년부터 도내 초 중 고

찾고, 이의 보전 및 체계화를

해녀문화 전승보전과 계승방

통해 세계화 전략방안을 모

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대림)는 지난달 30일 의사당 본

이날 모의의회는 제주외국어

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을 대

회의장에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

고 29명, 제주여고 25명, 오현고

상으로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실

들이 참여하는 2011 제주특별

28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

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회

자치도의회 의정체험 청소년 모

생들은 직접 작성한 도정과 교육

운영되었다.

제주 연근해 어업분쟁 조정방안 모색

농수축 지식위, 1차산업 발전방안 좌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
축 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지난달 19일 서귀
포시 표선면 회의실에서 지역

법 제도개선연구회 정책토론회

농업관련 단체장 및 관계 공
구모임인

법 제도개선연구회

(대표 구성지 의원)는 지난달 2

을 지킬 수 있는 힘

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을 키워야 할 때 임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

을 강조했다.

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

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8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날 토론회는 이

좌담회에 앞서 김도웅 위

좌담회에는 농어촌 진흥

에서 제주도 연근해 어업분쟁

세오 농림수산식품

원장은 최근 통계청에서 확

기금 배정기준에 따른 제도

에 따른 합리적 조정방안 을 주

부 사무관의 제주도

정 발표한 2010년도 농림어

개선 , 노루 및 까치로 인한

제로 제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

연근해 어업분쟁에

업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대책 , 등

했다.<사진>

따른 합리적 조정방안 에 대한

임연구원, 박융갑 한국수산업경

른 시 도 농가인구는 해마다

참석자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구성지 대표는

주제발표에 이어, 박성욱 국립

영인 제주도연합회 어선분과 부

감소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제주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최

수산과학원 시스템공학과장, 홍

위원장, 박태희 제주특별자치도

증가하고 있다 며,

소화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

석희 제주특별자치도 선주협회

수산정책과장 등 관계전문가의

농가지표를 보면 농가소득은

원회 의원들은 각종 지원사

한 법 개선을 통해 스스로 어장

장,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전국 1위인 반면 농가 부채가

업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과

전국 2위에 이르고 있다며 현

감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

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

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하지만

이에

농수축 지식산업위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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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경쟁력! 육종에 달려있다
기후변화의 최선단부 제주도! 제주도의
모델은 어디인가?

라는 사실을

산물과 삼각축

또한, 중앙정부도 2008년 식품산업진흥

보더라도 결

을 이루는 축산

법 제정하자 각 지방별로 브랜드 강화 정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코 간과 할 수

과 수산물 생산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기후변화 시범도의 자격을 부여

없는 부분이

은 새로운 신성

또한, 생산의 기본이 되는 육종과 종자

했다.

기 때문이다.

장 산업으로 주

산업의 핵심인 골든씨드 프로젝트 추진이

목받고 있다.

목전에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금 보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제주도가 우리나
라 최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관련

즉, 소득 수

내는 1년이 향후 10년의 기간과 맞먹는 시

가령 더 남쪽에 국내 일정 규모의 유 무

된 보고나 징

준이 높아짐에

기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첫 번

인도가 있었다면 그곳이 자격을 받았을 것

후들은 심심

따라 곡물에서

째 단추가 육종이며 종자, 종돈, 종묘 산업

이다.

치 않게 나타

축산물과 수산

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척후병이며 관측소, 시험포의 역할을 톡톡
히 하고 있는 셈이다.

방문추

물로 이동하는

즉,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품질로서

<도의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등 웰빙 산업

최고가 될 때 제주산 생산물이 세계화의

으로 성장하고

첫걸음인 것이다.

나고 있다.
농업의 경
우 제주대 김

한편, 필자는 제주도가 이처럼 변화의

동순 교수는

있다.

최 선단부에 있음에도 불구 정작 제주는

감귤과 마늘에서 병해충 발생 비율이 높아

어느 곳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할지 중앙정

지고 있고 잔존기간도 30일이나 길어졌다

보면 수산물(1.3%)과 돈육(1.1%)이 크

부에 되묻고 싶다.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

고 한다.

게 증가했다<그림 1 2>. 소비 비중도 중

지난 30년간 세계 인당 소비량을 살펴

서 여러 가지 주변 국가에 대해 사례를 찾

그리고 축산의 경우 구제역 발생 등으

국이 각각 29%와 50% 로 주도하고 있으

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인력, 예산 등 여러

로 전국이 재난에 가까운 상황으로 당시

며 이는 인구증가와 비교하면 연간 2.5%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는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다.

이상 생산량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따라서 정부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생태 이동 정보 범위를 주변 국가를

수산업의 질병 폐사율은 연간 약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보고하고 있다.

세계 축산물 생산 및 소비 추이 <그림 1>

또한, 국내에서도 농수축산물의 가격추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제주의 새

이도 곡물 주도에서 수산물>축산물>농산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로운 경쟁력은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물 순으로 순위가 재편되는 모습이다<그

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추가 조사

내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

림 3, 삼성증권, 전종규>. 필자는 이러한

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처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구조를 업드레이

변화가 제주도에 기회로 적용시킬 필요가

때문이다.

드 시킬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육종정책! 성장에서
질병육종으로 선회해야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예로 세계적인 리서치회사인 데이터

열쇠는 바로 육종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모니터사에 의하면 세계 식품소비자의 65

기후변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

싶다. 질병에 강한 육종 정책의 추진은 저

%가 생산지역이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요

타나는 것이 생태계의 변화이며 이 가운데

비용 고효율 생산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몸

소라고 응답했다.

새로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은 1차 산업에

소 체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의

제주도의 1차 산업은 도내 총생산의 20
25%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근간 축이

브랜드 세방화의 기회
최근 국 내외의 1차 산업에서 농업 생

세계 수산물 생산 및 소비 추이 <그림 2>

현재 제주의 브랜드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 등 이미 국내를 넘어 세
계화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 농수축산물 가격 추이 <그림 3>

용머리바닷가
詩 김성두
<제주시 용담동>
8월 아침
용머리 바닷가에는

햇살받은

수평선 넘어까지

파도 구름 안개들이

다녀온 파도들이

용머리를 휘감아돌면

지쳐 산산히 부서진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바람들이

엊저녁

이끌어

아련히 서쪽으로 가신 햇님

하늘로 올라간다

밤새
단장하고
불그레한 얼굴로
동쪽에서 나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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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천대상

A : What do you like to do in the fall season?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수한 연구, 창작 또는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가을에 뭘 하기를 제일 좋아하니?)

개인 또는 단체

B : I think fall is the best season to read books.

제주도민이 아닐지라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가을은 독서하기에 제격이야.)

수상부문 및 인원 : 9개 부문, 9명 이내

A : You re right. I should start reading some books too!

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1차산업, 관광산업, 국내재외도민, 국외재외도민부문

(그러네. 나도 이번에 책 좀 읽기 시작해야겠다.)

추천기관 및 단체
해당부문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 오늘의 표현 >>
I think fall is the best season to read books : 가을은 독서하기에
제격이야.

전문대학 이상의 총 학장, 교육감
수상부문과 관련 있는 도민으로서 성인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구성하는 문화상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드디어 추석도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다. 계속 더울 것 같기만
하던 날씨도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있다. 하늘은 높고 말들은 살
이 찌는 이 계절에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독서의 계절도 돌아온 것이다. 여
기서 best season 은 최상의 라는 best 표현과 계절 season이라는 두

※수상부문과 관련되지 않는 도민, 기관 단체의 추천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천시 제출서류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각 1부(소정양식)
공적조서는 USB 또는 CD(디스켓)으로 제출
소정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 입법, 고시,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공고난)

단어를 합쳐 제격인 계절 이라는 뜻을 만들어 내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표현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면서 기억하기도 쉬운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상반신 명함판 사진 5매

계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서로 독서를 권장하는 것은
어떨는지?

심사에 필요한 공적내용 관련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기타 스크랩 등) 각 5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기간 : 2011. 10. 1 ~ 10. 31

매일 월-금 저녁 10시반! All that Jeju와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아리랑라디오: www.arirang.co.kr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064-710-3413)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심사방법 및 결과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심사위원회(별도 구성)에서 심사하고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시 상 : 상 패(명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은 별도 수여하지 않습니다.
시상일시 및 장소 : 2011. 12월중(추후결정 통보)

2011년도 6.1기준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 가격열람 :

방문, 우편, 모사전송을 통해 의견제출서 접수가능
문의처 ☎ 제주시 728-2672~3, 서귀포시 760-2352~3

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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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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