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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와 신안 담양이 슬로시티 재인증

을획득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과 신안군

담양군이 이날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

터 앞으로 5년간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

다 슬로시티 범위도 기존 완도 청산도에

서 완도 전역으로 신안 증도에서 신안 전

역으로 담양 창평에서 담양 전역으로 확

대됐다

완도군은 지난 2007년 12월 청산도가

아시아첫슬로시티로지정된이후성과가

인정돼최근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3

번째인증을받았다

청산도는슬로시티인증이듬해인지난

2008년 관광객수가 8만8000명 수준이었

으나 2017년에는 34만4000명으로늘어대

한민국대표슬로시티로자리매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산도 뿐만이 아니

라 완도 전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다각

적인 관광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슬로시티 완도의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

겠다고말했다

신안군도증도뿐만아니라 1004 섬 전

체가슬로시티로지정됐다

신안증도는 2007년 슬로시티로지정된

이후 2008년 갯벌 도립공원 2011년 람사

르 습지 지정 2012년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친환경정책을펴고있다 특히차없는

날운영 슬로마켓 국제다크스카이파크

지정과관련한다크스카이심포지움개최

등슬로시티관광자원화를꾀했다

슬로시티로지정된증도는매년 80만명

이방문하는우리나라의대표적해양관광

명소다

담양군은지난 2007년 12월창평슬로시

티(삼지내마을)의 국제슬로시티 가입 이

후이번이 3번째인증이다

담양도창평을넘어군전역이슬로시티

로확대됐다

담양창평슬로시티마을은도시인근농

촌으로 현대와 전통이 잘 조화를 이루는

대표마을로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그대

로 녹아있는 3600m에 달하는 옛 담장을

중심으로 전통 한옥과 슬로푸드 등 고유

한전통문화와먹을거리를토대로슬로시

티 원년멤버의자리를꿋꿋하게지켜왔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민문화단체들이새로꾸려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재

구성해야한다고정부에촉구했다 민간

위촉위원 13명가운데 12명이대학교수

들이어서다양한의견을수렴 반영하는

데한계가있다는것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

화시민연대(시민연대)는 9일성명을내

고정부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아시

아문화원장의공모과정 이번 7기조성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까지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를 참여시키는 것은 고사하

고의견수렴도없었다고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

를협치의파트너로생각한다면 7기 조

성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다시 구성할 것

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위촉한 제 7기 조성위원회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정부는 문체부장관 기재부 장

관 등 당연직 위원 14명을 제외한 민간

위원 13명 가운데 12명을 대학 교수로

채웠다

시민연대는 전문가 위주로 위촉된

민간위원을보면서 과연문재인정부가

조성사업 정상화 과정의 시민사회와 문

화예술계의목소리를 반영할 의지가있

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됐다

고덧붙였다

시민연대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광

주예총 등 80여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조성위는 대통령 소속기구로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제

도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자문

하는추진기구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9일오후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원대뇌물수수의혹등으로구속된이명박전대

통령에대한구속기소와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완도신안담양 전 지역 슬로시티 됐다

정부 문화수도조성위재구성하라

광주시민문화단체 다양한의견수렴한계

국제슬로시티연맹 청산도증도넘어전지역재인증

전남도는구제역바이러스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시장 15곳에 대한 폐쇄조치를

오는 23일까지연장한다고 9일밝혔다

전남도는지난달 27일경기김포돼지농

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가

축시장을 2주간폐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최초 발생농장과

인근돼지농장에서구제역이추가로발생

한데다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고

전국적으로 돼지에 A형 백신접종이 진행

되고있어폐쇄기간을연장키로했다

가축시장폐쇄기간동안가축시장을운

영하는 지역축협에서는 가축시장 내외부

의분뇨등오염물제거와일제청소및소

독을 하고 차량 소독시설 및 대인소독기

를정비해야한다

김상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항체

형성 또는 백신접종 전 예방을 위해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축 발견 즉시 신

고(15889060 15884060)해주길 바란

다고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가축시장폐쇄연장

15곳 23일까지

완도군청산도 신안군증도염전

MB 기소

전남도는 9일 도청 협력실에서 쑨시

엔위(孫顯宇) 주 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전남명예도민패를수여했다

명예도민패는 도정에 뚜렷한 공로를

남긴사람의업적을평가하고유대를강

화하려고 1986년부터 지금까지모두 26

명에게주어졌다

중국인으로서는 쑨시엔위 총영사가

처음이다

쑨시엔위총영사는 2016년 5월3일 부

임해관할지역인전남과인연을맺었다

전남과 중국 간 우호 교류를 강화하고

관광투자 농수산식품 대중국 홍보와

소비처발굴등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

았다

쑨시엔위총영사는중국산둥성(山東

省)출신으로주함경북도청진(淸津) 총

영사 톈진시(天津市) 난카이구(南開區)

부구장 중국 외교부 영사국 참사관을

거친외교전문가다

남과북을아우르는다양한외교경험

을바탕으로한국중국북한간관계개

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재영전남도지사권한대행(왼쪽)은 9일도청에서쑨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에

게전라남도명예도민패를수여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 쑨시엔위中총영사에명예도민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