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김명진 과장입니다.

오늘 국회일정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으로 참석하신 오영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
들이 참석해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국제적으로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고, 전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만큼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치지는 섬, 우리나라 문화재와 같은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섬나라는 아시다시피 항만과 해양 등 바다와 관련된 산업의 규모가 지역발전의 성패를 좌지우
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는 그간 파괴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와 육지와의 유통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산업단지 하나 없고, 제대로 된 항만 하나 개발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지내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도 늦게나마 천혜의 관광지를 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
잠재력을 가진 제주도에 동북아의 고품격･ 친환경적인 크루즈 항만을 건설하고, 현재와 같이 크
루즈관광 기항지가 아닌 제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가 높은 모항
지 개념의 크루즈 전용 항만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제주신항만계획포함)”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제주신항만계획”에는 22만톤급 1선석을 포함한 크루즈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을 개발하고,
기존 제주항은 마리나, 해양레저, 해양문화 체험공간 등 해양관광 지구로 전환 개발하여 동북
아 해양관광 아일랜드 허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제주도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120만명 이상으로 2015년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제주 크루즈관광에 대한 매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물론 최근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관광객이 급감하여 크루즈 방문객이 감소하였지만 정치적인 문
제로 크루즈관광 욕구를 영구적으로 잠재우기는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유럽･러시
아･대만･동남아시아 등의 다양한 크루즈 선사 유치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크루즈 메카
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제주의 더 큰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이 자리와 우리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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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만계획”의 적기 개발을 통해 향후 제주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음을 확신하며,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로 발돋음 하고자 하는 목표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역에서
도 국제적 크루즈 항만운영을 위한 수준으로 개발하는 제주신항만개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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