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호 태풍 타파 가 주말 제주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70㎞ 부

근 해상에서 17호 태풍 타파 가 발

생했다. 타파 는 현재 중심기압 996

hPa, 최대풍속 시속 65㎞, 강풍반경

200㎞의 소형급 태풍으로 시속 5㎞

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타파 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

상을 지나 22일 오전 3시 서귀포 남

쪽 약 33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는 22일 오후

3시쯤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한해협을 지나 23일 오전 3

시쯤 독도 동남동쪽 약 30㎞ 부근 해

상을 지나 일본 삿포로 쪽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태풍 타파 는 느린 속도로 북상

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기상청은 현재 소형급인 타

파 가 20일 오후 3시쯤부터 최대풍

속 시속 97㎞, 반경 320㎞의 강도

중 의 중형급 태풍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22

일 오후 3시쯤에는 최대풍속 시속

126㎞, 강풍반경 350㎞로 강도

강 의 중형급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지역에는 21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오전까지 전

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

한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순간 초속 40m,

해안 지역에도 순간 초속 30m의 강

풍이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석기자

제주지역 농수산물 로컬푸드 인증이

가공식품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범

위가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주재,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안 을 심의 확

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

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

제 전환에 대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

했다.

그동안 네거티브 규제는 신산업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생 분

야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처음

으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그리고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서 사례를 발

굴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총

리실 조정 후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

됐다.

정부는 지역산업 영역에서 지역별

특화산업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체

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

했다.

제주는 농수산물 로컬푸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

물에 한정해 로컬푸드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라봉 티 , 알

로에 즙 과 같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받

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식

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

록 로컬푸드 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작업을 바탕으로

포괄적 네거티프 규제전환을 다른

지자체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를 통해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

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수산물 가

공식품 판매가 가능해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총과 칼 등의 부상을 안은 채 70여년

을 힘겹게 지내온 제주4 3 후유장애

생존자에 대한 정부의 결정 심의가

내달 시작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0

월 4일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회

의실에서 4 3중앙위원회(제주 4 3사

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

원회 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의료

지원및생활지원분과자문위원회가 열

린다.

이날 분과위는 제주자치도 실무위

원회(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통해 의결된 41명에 대한 심사를 진

행한다.

이들 41명은 제주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2만1392명(희생자 342

명 유족 2만1050명) 중 4 3실무위

심사에서 의결된 4 3 후유장애 생존

자들이다.

심사의 관건은 70여년 전 입은 상

흔에 대한 의료적 입증이다. 수십년

의 세월이 지난 만큼 4 3에서 비롯된

후유증 임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4 3중앙위가 지난 2002년

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진행한 4 3

후유장애 생존자 234명에 대한 심의

에서 164명(70.1%)만 인정을 받았

다. 가장 최근 심의였던 2017년에는

단 1명만 의결됐다.

하지만 이들은 4 3때 총상과 죽창,

칼, 고문 등에 의한 후유장애를 얻은

80~90대 생존자다. 총알이 아직도

다리에 박혀 있는 피해자도 있으며,

후유장애인 대부분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4 3의 완전한 해

결과 명예회복을 약속한 만큼 도민

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결과에 기

대가 모이고 있다.

이번 분과위에서 의결된 4 3 후유

장애 생존자는 4 3중앙위 소위원회

와 국무총리 주재의 전체회의를 거

쳐 최종 결정된다. 이르면 올해 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4 3 후유장애

심사는 다른 4 3 생존자 유족 심사

와 달리 의료분과를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롭다 며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행정력을 집중해

4 3 후유장애인들의 명예회복을 지

원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경영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

경수)는 제주삼다수 제품과 관련해

환경성적표지 인증(EPD, Envi-

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 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 받은 제품은 제주삼

다수 2.0ℓ, 1.5ℓ, 500㎖, 330㎖ 등

총 네 종류 제품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은 제품의 전 과

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7가지 환경성

정보(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

그, 자원발자국)로 구분하여 소비자

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조상윤기자

제8950호 기사제보 750-2214 구독 750-2314 광고 750-2828 2019년 9월 20일 금요일(음력 8월 22일)

내달 4 3 후유장애 생존자 41명 심의

쑥쑥 자라렴 … 양파 모종 물주기 19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비닐 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양파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이상국기자

토 일요일 신문 쉽니다.

태풍 타파 22일 오후 제주 초근접

오늘 오후부터 제주 영향

산간지역 최대 강수 500㎜

제주농수산물 로컬푸드

가공식품까지 인증 확대

제주삼다수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