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호텔 제주(WE Hotel Jeju)는 여

름 휴가철을 앞두고 힐링 써머 패지

지 와 써머 포레스트 패키지 를 선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힐링 써머 패키지 는 한라산 전

망의 슈페리어룸 1박, 로비바 아잘리

아에서 모히또 2잔(1회 제공), 힐링

포레스트 숲 테라피 프로그램 무료

이용, 천연암반수 수영장 무료 이용

등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2인 1박 기

준 주중 16만원(이하 세금별도)부터

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19만원부

터다.

또 써머 포레스트 패키지 를 구

매하면 슈페이리어룸 1박, 자연주의

웰빙 조식 2인 무료 제공, 로비바 아

잘리아에서 과일빙수 1회 제공, 힐링

포레스트 숲 테라피 프로그램 무료

이용, 천연암반수 수영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가격은 2인 1

박 기준 주중 21만원부터, 주말 및

공휴일은 24만원부터다. 이상민기자

2019년 6월 19일 수요일6 경 제

18일
코스피지수 2098.71

+7.98
▲ 코스닥지수 714.86

-4.27
▼ 유가(WTI, 달러) 51.93

-0.58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06.75 1165.25 1EUR 1353.12 1300.32

100 1114.32 1076.00 1CNY 179.51 162.43

바이오산업 경쟁력 큰 제주, 혁신전략 필요

18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19 상반기 지역경제 세미나 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지역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한국은행 제주본부 제공

제주의 신 성장동력으로 지역 특성

을 감안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미래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8일 라마다

프라자제주호텔에서 제주지역 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의

주제로 2019년 상반기 지역경제 세

미나를 개최했다.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분자생

명공학전공 김창숙 교수는 바이오

경제시대, 제주 바이오산업의 혁신

전략 의 주제발표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장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 바이오산업은 생

물종 다양성 및 가치 인식 증대, 청정

지역 브랜드 가치의 부각으로 차별화

용이,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규 산업

성장 가능성 등의 강점이 있다 라며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은 R&D, 인프

라 확대 등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하

고 해결해야 하며 특히 제주도의 강

력한 BT산업 육성 의지와 민간투자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특화 바이오기술 전략

추진,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확충,

기업친화적 여건 조성 등 제주 바이

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

했다. 특히 글로벌 제주바이오 기술

연구원(가칭) 등 글로벌 제주 바이

오 싱크탱크 및 실행기구의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장원국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지원센

터장은 제주의 경우 용암해수를 활

용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창구 제주대 화학

코스매틱학과 교수는 제주 화장품산

업은 청정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로

타 지자체에 견줘 경쟁력이 높지만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플랫

폼 공유경제 로 주제발표에 나선 성

균관대 경제학과 이승덕 교수는 제

주지역 기업들이 플랫폼 공유경제시

스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

장 활성화 되어 있는 관광산업을 중

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

다 고 피력했다. 백금탁기자

18일 제주시 건설공제회관 9층 회의실에서 제주항공이 도내 여행사와의 간담회를 열어 제주발

국제 노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은 오는 7월 2일 제주~후쿠

오카 신규 취항을 앞두고 18일 건설

공제회관 9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여행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제주발

국제 노선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제주지역 여행사 관계자 20여명

이 참석했으며 제주항공 측은 이날

제주~후쿠오카, 제주~홍콩을 비롯해

향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취항 예정인

제주~중국 지난(濟南), 제주~중국

시안(西安) 등 제주발 국제선을 소

개하는 한편 부산 무안발 국제선 등

영 호남 주요 노선에 대해서도 설명

했다.

또 최근 국제선에도 도입된 제주

항공의 선택적 운임제도인 페어패

밀리(Fare Family) 제도와 부산발

국제선에 도입되는 뉴 클래스(New

Class) 등에 대해 안내하고, 여행

사들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기자

2019 제주-일본 경제 관광교류 활성

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주제는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개발과 마케

팅 전략 이다.

20일 호텔난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제주상공회의소, 주제주일

본국총영사관, 제주도한일친선협회,

제주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며 제주

도가 후원한다.

올해로 여섯번째 열리며 일본과

제주의 경제 관광 전문가의 주제발

표와 패널 토론이 이뤄진다.

일본 측에서는 미야기현청 토가사

와 게이이치 관광과 총괄담당이 미

야기의 관광과 미야기올레에 대한

도전 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주 측에서는 이석호 경희대 문

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가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패널토론에서는 강기춘 제주대 경

제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이

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

회 위원장, 현창행 제주관광공사 본

부장, 콘다 겡이치 일본 롯데JTB 인

바운드사업부 부문장, 송상섭 제주

상의 청년부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

와 의견을 제시한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제주와 일본 간의 상생 교

류협력과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

색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아모레퍼시픽그룹 이니스프리 모음

재단이 8월 16일까지 2019 제주 헤

리티지 과학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상은

제주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가치

를 드높인 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운영된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창

업주 장원 서성환 선대 회장의 제주

사랑 정신을 계승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시상 제도다.

선발기준은 제주 고유자원의 유용

성을 발굴하거나 활용기술을 개발해

제주의 가치를 증대하고 제주 미래

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 대상자는 과학기술 분야 1인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원

이 주어진다.

후보자 신청은 추천 또는 응모로

이뤄지며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 내에 주소를 두며 자연과학

(이공계열, 의학보건계열 포함) 분

야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홈페

이지(www.innisfreemoeum.or.kr)

에서 소정의 양식을 내려받아 8월

1 6일까지 이메일 ( imoe um@

innisfree.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

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은 이니스프

리가 5년간 100억원의 기부약정을

통해 2015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 인재를 위한 공

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