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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일반현황
●

도정비전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 도정방침 : 도민중심의 소통과 협치 /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

		
●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환경의 섬이자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면적 및
행정구역

●

1,850.1㎢ (전국의 1.8%, 서울의 3배)
※ 관할 수역 면적 114,950㎢ (국가 관할의 24.4%)

●

2행정시, 43읍면동, 172리, 537통, 5,465반, 566자연마을
해안선 551.8㎞, 일주도로 176.1㎞, 동서간 73.7㎞, 남북간 41.0㎞

인 구
(2018. 12.)

●

287,104세대 692,032명

주요 경제지표
(2017 잠정)

●

●

※ 제주시 501,791명(72.5%) 서귀포시 190,241명(27.5%)

●
●
●
●

주요 고용지표
(2018. 12.)

●

고용률 : 68.6%(전국 60.1%, 전국 1위)
청년고용률 : 44.8%(전국 42.9%)
여성고용률 : 62.0%(전국 50.2%, 전국 1위)
실업률 : 2.2%(전국 3.4%, 전국 3위) * 낮은 순

●

5조 2,851억원 (일반회계 4조 4,936억원, 특별회계 7,915억원)

●
●
●

재정규모 (2019)

경제성장률 : 4.9%(전국 3.2%, 전국 2위)
지역내총생산 : 18조 230억원(전국 1,731조 5,450억원)
1인당 GRDP : 28,420천원(전국 33,657천원, 전국 11위)
1인당 개인소득 : 17,464천원(전국 18,448천원, 전국 9위)
산업구조 : 1차 11.7%, 2차 18.8%, 3차 69.6%

※ 재정자립도(순계) 33.0%

공무원정원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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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자주도(순계) 67.4%

5,835명
※ 도 3,046명(52.2%) 행정시 2,789명(47.8%)

분야별 예산현황
분

야

합

계

(단위 : 억원)

2019년

비중(%)

2018년

비중(%)

비교

증감(%)

52,851

100.00

50,297

100.00

2,554

5.08

일반공공행정

5,356

9.91

5,809

11.55

△453

△7.8

공공질서및안전

1,694

3.16

1,639

3.26

55

3.33

교 육

1,142

2.14

1,006

2.00

136

13.49

문화 및 관광

2,657

5.00

2,706

5.38

△49

△1.81

환경보호

6,927

13.01

6,999

13.92

△72

△1.02

사회복지

11,326

21.14

10,062

20.01

1,264

12.57

652

1.25

665

1.32

△13

△1.90

농림해양수산

5,455

10.14

5,395

10.73

60

1.12

산업·중소기업

2,165

4.13

2,236

4.45

△72

△3.21

수송 및 교통

4,422

9.71

4,830

9.60

△408

△8.44

국토 및 지역개발

3,598

6.73

2,061

4.10

1,537

74.61

7

0.01

7

0.01

1

8.37

599

0.85

377

0.75

222

58.87

보 건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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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도민 여러분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도민과 함께

희망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민생경제, 일자리에 힘을 더 실어
활력 넘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환경, 문화, 관광자원에 제주다움을 더 심어
찾아오고 싶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인프라 개선과 인재양성에 더 심혈을 기울여
머물고 싶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커진

제주 미래입니다.

1차산업

일자리
민생경제

사회통합
인재역량

복지
안전

문화·관광

정주여건
환경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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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핵심과제
분야별

핵심과제

「더 큰 제주」가
되기 위한 기반 구축

1. 「더 큰 제주」를 위한 사회통합 실현
2. 제주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인재 역량 강화
3. 기반시설 구축·관리 및 자치역량 강화로 「더 큰 제주」 구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로
신성장동력확보

1. 더 좋은, 더 좋은 일자리 기회 제공
2. 도민체감형 경제 활력 제고
3. 소상공인·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4.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구축 및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환경자산 보전

삶의 기반을 튼튼히
지키는 복지와 안전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주거·교통 환경

지속가능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의 섬 제주

1. 폐기물 처리 단계를 넘어 자원순환형 사회 기틀 조성
2. 주민 공감대 속에 청정자연 가치 확장
3.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비전 실현 협력기반 강화
4. 깨끗한 물, 깨끗한 대기를 위한 감시·관리체계 강화

1. 주민에 가까운 복지체계 실현
2. 안전, 안심, 편안한 제주 실현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안전망 강화
1.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 활력화
2.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환경 개선
3.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안착
4. 버스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 및 교통복지 확대
1. 지속가능한 제주농업·농촌실현
2. 경영안정관리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3. 제주강점을 살린 해양수산 산업 활성화
1. 문화가 숨 쉬는 제주 구현
2. 글로벌 연대로 평화의 섬 재도약
3. 지역경제 견인 스포츠산업 육성
4.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에 밀착된 관광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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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제주」가 되기
위한 기반 구축

01. 「더 큰 제주」를 위한 사회통합 실현
02. 제주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인재 역량강화
03. 기
 반시설 구축·관리 및 자치역량 강화로
「더 큰 제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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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큰 제주」가 되기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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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제주」를 위한 사회통합 실현
정책방향
▶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로

건강한 공동체 구축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도의회와의 소통강화
▶ 4.3완전 해결 노력 및 실질적 지원책 강화
▶ 강정마을·도·해군간에 공동체 회복 및 상생방안 마련

주요과제
▶ 체계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

공공갈등 상시보고제 운영, 주요 공공갈등진단·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갈등 전문가 채용(전담배치), 갈등관리 전문기관 협약 체결 등 지원 체계 마련

●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사전 갈등영향분석제도 운영, 사회협약위원회 분과위 활동 강화 등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반영 및 소통강화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 선정하여 정책반영

●

도의회 관심사항 및 답변(약속)사항 적극 추진

▶ 4.3 완전 해결의 여건 마련
●

4.3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중앙부처 절충 강화
* 개정안 주요 내용 : 보상, 군사재판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설치 등

●

4.3 가치의 전국화·세계화 홍보사업 추진: 2019. 2 ~

●

4.3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인 복지지원 강화
-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확대, 4.3 유족증 발급 등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의 본격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
●

사법처리자 사면 지속 건의 및 민·관·군 상생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갈등 중재자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동체회복 및 지역발전



기틀 마련 (1차 변경 확정, 행정안전부)
* 37개 사업·1조 771억원 → 39개 사업·9,625억원(국 5,787, 도 1,813, 민자 2,025)
-2
 019년 사업: 23개 사업·290억원
(숙원사업 10개 사업 12억, 지역발전계획사업 13개 사업 278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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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인재 역량강화
정책방향
▶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체계적·종합적 청년정책 추진

주요과제
▶ 「제주 더 큰 내일센터」설치 운영(2019. 7월)
●

先고용 後숙련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 취·창업(직) 플랫폼 조성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대운영
(2018년 180명 22억원 → 2019년 420명 106억원)
- 지역정착지원형 등 2개 유형, 6개 사업에 420명 일자리 창출 제공

●

기업수요 및 교육기관 연계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및 인력양성
-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 글로벌 해외 인턴십 등

▶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청년인재 보유·활용을 위한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 (2월)
- 체계적·중장기적 정책 마련 및 청년인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정립
- 도외 우수 프로그램 도입 및 차별화된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

●

산학 연계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으로 취업역량 강화
- 공공기관, 도내·외 기업과 클러스터 구성 직무교육, 인턴십 등 지원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 (사업비 기준) 저소득층 선발 50% 이상 → 60% 이상으로 개선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
●

국내 1호 「청년친화도시*」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청년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도록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 단계별 추진
* 「청년기본법(안)」제27조: 청년발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

청년활동 복합공간 조성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
- 후보지 선정, 행정절차 이행(2019) → 시설공사 및 공간개소(2020~2021)

●

청년, 기업, 기관, 대학 등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 진단·평가
- 정책의 추진·점검·평가체계 구축을 위한‘청년정책자문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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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구축·관리 및 자치역량 강화로 「더 큰 제주」 구현
정책방향
▶ 도민공감대 바탕의 기반시설 확충과 접근성 강화로 제주의 외연확대
▶ 환경, 교통, 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관리 강화
▶ 도민 주도의 제주형 지방자치 모델 구현으로 선도적 자치실현

주요과제
▶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확충으로 도민이익 극대화
●

지역현안협의체를 통해 주민 ↔ 국토교통부 ↔ 도와의 자유로운 소통창구 운영

●

범도민추진협의회 위원 및 역할 재정립으로 주민 갈등해소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제도화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상생발전지원 조례 제정 등

●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등 연구

▶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신항만 조기 개발 및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 추진

●

지역거점별 특성에 맞는 연안항 항만시설 확충

●

해양관광 연계형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

교통, 환경, 하수도, 항만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

법인설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제정 및 설립 등기(2019. 6. ~ 9.)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2019. 10.)

▶ 도민 주도의 제주형 지방자치 모델 구현
●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에 「제주형 분권모델 구현」 실천계획 반영(2019. 2)
* 자치분권위, 제주지원위, 과제 소관부처와 협력시스템 강화

●

도민체감형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 제주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발굴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자치사무 일부 위임 또는 위탁사무수행)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추진
- 도의회와 정책협의 및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12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01.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기회 제공
02. 도민체감형 경제활력 제고
03. 소상공인 ·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04.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구축 및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

도민과 함께 희망 제주 만들기 _ 13

2.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01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기회 제공
정책방향
▶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의 착실한 추진 등 일자리 중심의 도정시스템 구축
▶ 핵심정책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민간·공공 통합 일자리 정보 및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지원

주요과제
▶ 일자리중심의 도정시스템 구축
●

민선7기(2018~2022년) 일자리정책 로드맵 착실한 실행
* 5대전략 7대 중점 60개 실천과제, 3조 2,159억원(2018년 : 4,585억원, 2019∼
2022년 : 2조 7,574억원) 투자
- 정책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2월) → 이행점검(분기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과제 추가 보완

●

제주일자리위원회 기능 강화
-일
 자리 정책의 발굴 및 심의, 평가 등 일자리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조례 제정(3월) → 일자리혁신위원회 출범(4월)

●

일자리 중심의 도정평가체계 구축
- 일자리목표 공시제 확대 : (2018년) 도지사 → (2019년) 행정시장 등
- 일자리 창출 실적평가제 도입 : 실국, 행정시, 공사ㆍ출자출연기관 등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개편 추진
-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정비, 통합 브랜드화 : 2019년 시범실시 후 확대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평가 및 효율화 방안 수립 시행

▶
●

청년, 중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 : (2019년) 1,816명
- 공무원 715명, 공기업 132명, 출자출연기관 183명, 공공사회서비스 786명

●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확대
- 5인 미만 기업 추가고용 지원(신규) : 월 70만원/ 1년
- 생애 첫 일자리 지원(확대) : 월 50만원/ 6개월 → 1년
- 더 나은 일자리 지원(최저임금의 120% 이상) : 월 60만원/ 2년

14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 월 30만원 한도/ 2년

●

중장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 월 40만원/ 1년

●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목돈마련 지원
- (18~34세)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지원 : 5년간 420만원(기업300, 청년 120)
* (내일채움공제) 월 50만원(근로자 12+기업 20+정부 18)
→ 5년간 적립 3천만원 + 이자
- (35~55세)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지원 (신규)
* 월 34만원(근로자 10, 기업 12, 도 12) → 5년간 적립 2,040만원 + 이자

●

고용우수기업 인증 선정 지원 확대 (2018년 : 9개소 → 2019년 : 13개소)

●

고용취약계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 (2018년) 4,974백만원 → (2019년) 6,612백만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업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 지원, 정규직 및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등

●

구인기업이 원하는 인재 알선을 위한 채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구직자 모집·선발 등 채용절차 대행
- 구직자 수요에 맞는 일자리발굴팀 운영 및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
- 만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120%이하, 월50만원(6개월간)

●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
-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민간기업 통합정기 공채 지원 등
- 민·관 일자리 통합 채용 전담 플랫폼(일자리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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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민 체감형 경제활력 제고
정책방향
▶ 경제정책과제 실천 및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확대로 민생경제 활력화
▶ 노동존중 사회실현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 물류운송의 집적화·공동화 운영으로 물류비 절감

주요과제
▶ 경제여건 진단·경제실천과제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원
●

2019년 경제정책 실천과제(23개)에 대한 주기적 관리·성과분석(분기별)
- 자문회의, 전문위원 회의 등을 통한 경제여건진단, 과제 관리·조정 등

●

공유경제자원 온라인 연계시스템 운영 및 구축(3억원)
* 국정과제 연계 공유자원센터 설립(2020년)추진

▶ 민·관 협업(센터+행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선도지역 육성
●

제주형 사회적경제 뉴딜 일자리 3,000개 창출기본계획 및 로드맵 마련
- 민관협력 워킹그룹 운영, 월 2회 이상 집중운영

●

공공조달·구매 확대 및 사회적경제사업의 지역불균형 해소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지원단 운영, 서귀포지역 사회적경제 허브공간 마련

▶ 노동복지 안전망구축 및 노동존중 구현
●

아동·취약 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복지안전망 구축
- 이동노동자 디 쉼팡(신규)·근로자종합복지관·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 제주형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 준공공부문 확대 시행(2019.1.1)

●

노동이슈 및 현안과제 정책개발 사업 추진
-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시행, 생활임금제 파급효과 조사 분석 등

▶ 고비용 물류개선 위한 공동물류기능 강화
●

중소기업 물류 도외 수·배송 공동화(집적화·대형화) 기능 확대

●

도내·외(대정, 김포) 공동물류센터 운영
* 2018년 공동물류실적 및 성과 : 물동량 4,780PLT(28.4%) 증가·물류비 282백만원
(50.9%)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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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상공인·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정책방향
▶ 제주상품의 판로·품질개선, 기술력 지원 등 경쟁력 강화
▶

창업하기 좋은 기반과 환경 조성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주요과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화 및 자생력 강화
●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 확대 : (2018)240억원→ (2019)375억원

●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 확대(월1만원 → 월2만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설치로 종합적 체계적 지원(2019년 하반기)
* 창업지원, 경영 및 사업운영 애로사항 종합컨설팅

▶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

골목슈퍼용 자체브랜드 상품 확대 개발 : 40종 → 47종

●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금액(6 → 7백만원) 및 업종 확대(7 → 8종)

●

제주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90억원 → 110억원)

●

제주통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골목상권 매출증대(2,793 → 2,930억원)

▶ 우수제품 품질인증(JQ) 및 제주제품 온·오프라인 판매시장 확대
●

JQ 인증품목 확대 및 판로중심 마케팅 강화(TV,SNS,정관장몰등)

●

수도권 제주제품 직영매장 개소 운영(2019.4월)

●

북경, 상해 등 제주상품 전용 전시판매장 확대

▶ 기술혁신 강화를 통한 고성장 기업 육성
●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
- 원가절감 자동화 생산시스템 구축 지원 : 20,000천원/개소당

●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디지털제조 Try-out센터 구축) 추진
- 혁신제품 생산을 위한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현장 애로기술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25억원)

▶ 창업하기 좋은 제주 기반 구축
●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 매입 및 기본설계(10억원) : 2019. 2~9월

●

창업·벤처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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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구축 및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
정책방향
▶ 제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으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
▶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으로 도민 에너지 비용 절감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이용문화 확산 기반 조성

주요과제
▶ 제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구축 및 도민 공감대 확산
●

도민 체감형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 발굴·확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폐배터리 이력관리 적용 등

●

4차 산업 전략펀드 조성 및 투자로 신기술 스타트업 발굴·육성
- 1차·3차 산업에 편중된 도내 산업구조 개선
- 창업보육 기관과의 협업 및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스타트업 육성 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 제2호 펀드(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200억원 조성(2019)

●

데이터기반 통합플랫폼 활용 지능형 스마트시티 본격 운영
- 고정밀 위치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카카오버스앱 대중교통서비스
-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

▶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성장산업 육성
●

생물종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산업육성(50.7억원)
- 바이오산업 중장기 진흥계획수립(10개년)을 통해 체계적 관리
- 미생물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유기성 해조류 재활용화 연구 등

●

화장품 제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 제주화장품 인증 확대, 화장품 원료센터 구축, 개인맞춤형 화장품 핵심기술 개발 기반
확보(84억원)

●

국가의 지역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시행(2019. 4)에 선제적 대응
- 규제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 조성(전기자동차, 블록체인, 화장품)

18

▶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으로 도민 에너지 비용 절감
●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기반 구축 마무리(2019. 8)로 에너지



비용 절감
●

제주자연환경 이용 에너지산업 모델구축 → 지역주민 소득증대
- 농어촌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 등

●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 본격착수 → 향후 도민수익으로 전환
- 제주에너지공사 조례개정, 현물출자, 투자공모사업자 선정 등

▶ 수요 맞춤형 전기차 인프라확충 및 연관산업 선도적 육성
●

차별화된 전기차 보급을 통한 질적성장 전환(내연차량 폐차유도 등)
- 전기차 및 이륜차 보급(6,480대)
* 2018년 대비 1,255대 증
-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전환 폐차 유도(370대)

●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인프라 최적화 및 연관산업 육성
- 전기차 충전기 구축: (2018) 14,108기 → (2019년 목표) 17,770기
- 공동주택, 교통약자 급속충전기설치, 충전프리존, 충전스테이션 구축
- 전기차 자율주행 시범도시 조성 플랫폼 구축 (JDC, KAIST협업)

●

충전소 앱 운영 및 EV 콜센터 등 충전기 통합관리체계 운영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및 인력양성
* 신기술개발, 전기차폐차장 지원, 재사용배터리 성능·안전성평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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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환경자산 보전

01. 폐
 기물 처리 단계를 넘어 자원 순환형 사회 기틀 조성
02. 주민 공감대 속에 청정자연 가치 확장
03.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실현 협력기반 강화
04. 깨
 끗한 물, 깨끗한 대기를 위한 감시·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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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환경자산 보전

01

폐기물 처리 단계를 넘어 자원순환형 사회 기틀 조성
정책방향
▶ 생활하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 폐기물부터 자원까지 재활용 정책 마련으로 자원순환 구조 현실화

주요과제
▶ 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 소각장) 조성 마무리
●

봉개 매립시설 종료 및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라, 폐열 활용 등 자원순환형 기술을 반영한



처리시설 완공
* 동복리 소재, 매립 200만㎥ 및 소각 500t/일 처리(2035년까지 가능)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색달동, 340t/일 처리, 2017~21년) 병행
▶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
●

도내 발생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과 자원



재생산 추진
- JDC의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조성(2017~23년)과 연계, 방향 설정
* 1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발생량, 최근 3개년(2015~17년) 평균 13.7% 증가
▶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시스템 구축
●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제주시 오라동/7억원) 시범 추진
- 인구 유입 및 지역개발 증가로 지하수 불투수면 증가, 지하수 수위 하강 및 수질문제 등
발생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

빗물 등 수자원 적극활용 기반시설 마련(25억원)

●

제주형 물순환 기본조례 제정

▶ 도민 편의 자원순환을 위한 맞춤형 분리배출시설 선진화
●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53 → 78개소)로 주민편의 및 재활용률 증대,



ICT 기반 생활폐기물 스마트 자동압축 시스템 운영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추진
●

22

자동선별시설(130t/일) 설치,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소각량 최소화

02

주민 공감대 속에 청정자연의 가치 확장
정책방향
▶ 자연자산의 보전책임과 함께, 지역에 이익이 되는 현명한 이용 추진
▶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주민 소통으로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실현

주요과제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

중산간·오름·습지·곶자왈 등 환경자산을 포함, 국립공원(153㎢) 지역의 확대 지정



추진
* 환경부 “제주국립공원 경계(안)” 마련 중 : 총 610㎢(육상 328.7, 해상 281.3)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마련
●

곶자왈 지대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추진
▶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마무리
●

오름·해안·곶자왈 등 5년 주기 자연자산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정계획 재정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전가치 제고
- 연내 도의회 동의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추진
* (2020~2021년) 환경자원총량제 및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 관리보전
지역 및 절·상대보전지역 일괄 재정비 추진
▶ 해안변 통합관리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블루벨트’) 수립 용역 후속조치
●

일반관리 및 중점관리구역 구분, 건강한 해안변 이용과 경관 보호



- 해역 부분은 2019년 해양공간특성평가(해수부)에 반영 추진
▶ 자연자산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생태관광시스템 운영
●

곶자왈, 오름,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곶자왈



반딧불이 축제, 생태문화체험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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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환경자산 보전

03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실현 협력기반 강화
정책방향
▶ 대통령 지역공약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비전 구체화
▶ 환경부-제주간 상호협력사업 세부목표/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주요과제
▶ 질 높은 생태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따른 부담금제 도입
●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부담금 도입을 추진하되, 납부자 인센티브 지원 등 고품격



생태관광으로의 환원방안도 검토
- 쟁점사항 및 적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특별법 개정 추진
▶ 유네스코 3관왕 재인증 및 확대로 제주 청정자연 가치 제고
●

세계자연유산 재인증(2020년 심사), 세계지질공원 재인증(2019.4월 발표), 생물권



보전지역 도전역 확대(2019.6월 결정) 추진
- 모니터링 및 권고사항 이행과 함께 주민참여사업 확대 추진
▶ 환경자원 총량 보전 및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환경자원 총량 재조사 및 통합기준을 마련, 특별법·관련 조례로 법제화, 통합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관련법령 제도개선,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참고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 MOU” 체결 (환경부-제주,
2018.10.3.), 비전 및 이행계획 수립, 상호협력사업* 선정 등 내용 포함
-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 자원순환사회 조성

- 탄소중립도시 실현

- 지하수 보전·관리

- 녹색일자리 창출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 제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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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깨끗한 물, 깨끗한 대기를 위한 감시·관리체계 강화
정책방향
▶ 지역별·용도별 물공급 불균형 및 물부족 해소를 위한 통합 물관리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공급으로 도민 삶의 질 제고
▶ 악취와 미세먼지 등 체계적 관리로 주민건강과 생활환경 보전

주요과제
▶ 제주형 수자원(상수도/농업용수) 통합관리체계 구축
●

용수 부족에 따른 지하수개발 급증으로 수자원 환경 악화에 따라, 수자원 다변화 및



융복합적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물관리 추진
* 수자원총량 (최근20년 평균) 39.5억㎥, (2017) 25.5억㎥ 시기적 편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

도내 전 정수장(17개소)과 수원지 등에 대하여 사고발생 실시간 대응·제어와



상시 수질관리 등 모니터링 가능한 시설 설계, 적용
●

노후상수관 정비 등 450억원 투자, 유수율 제고 지속 추진



* (2018) 47% → (2019) 55% 목표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과부하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기존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처리용량 증설(2018~25년, 3,887억원)
- 현재 도 전역 하수의 54%(13만톤) 처리, 향후 9만톤 증설(56% 예상)
▶ 악취와 미세먼지 등 체계적 관리로 주민건강과 생활환경 보전
●

양돈악취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센터(2018 신설)의 악취 실태조사 및 컨설팅,



축산분뇨 적정처리에 대한 도·자치경찰단 등 합동 점검
●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령의 본격 시행(2019.2)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 관련 조례 제정, 준비

도민과 함께 희망 제주 만들기 _ 25

삶의 기반을 튼튼히
지키는 복지와 안전

01. 주민에 가까운 복지체계 실현
02. 안전, 안심, 편안한 제주 실현
03.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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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기반을 튼튼히 지키는 복지와 안전

01

주민에 가까운 복지체계 실현
정책방향
▶ 읍면동을 기준으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 손쉬운 접근 설계
▶ ‘포용적 복지’의 국가정책과 지역여건 연계, 효과적 사업 추진
▶ 지역현실과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도민의 복지기준선 정립

주요과제
▶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 전달체계 구축
●

민간-공공의 정보를 결합, 전화1통으로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주민요구를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시범 2개 읍면동)
- 읍면동을 플랫폼으로 공공사회보장/보건/의료/주거지원정책 통합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신청 추진
●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평소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사업으로 2026년 전면시행 예정
* (2026)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진입 예상
▶ 제주지역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설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민의 복지기준선 정립 추진



- 복지·소득·주거·건강·교육 등 주요 영역별 표준기준선 모색
*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울산 등 기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체감 복지 실현
●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심리·정서문제 치유공간 등 마련



* 전용교육장, 치유공간, 열린복지카페 등 다양한 공간 확충
●

복지포인트 시범사업 실시 :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1,300여 명



▶ 복지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복지인력 확충, 여성·노인·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10,400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등(952명),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등
여성일자리(3,200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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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심, 편안한 제주 실현
정책방향
▶ 재난·안전사고 위기요인에 신속대응체계 구축
▶ 선제적 생활안전점검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로 안전사고 예방
▶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고 예방체계 구축

주요과제
▶ CCTV관제 최적화로 재난·각종 사고 위기 대응 강화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 본격 가동



- 긴급 상황 발생 시 사고지역 위치정보 기반, 5대 연계서비스 제공
- 도(재난상황실), 소방안전본부(119종합상황실), 경찰청(112상황실) 간 협업체계
구축
●

CCTV 설치 확대 및 효율적인 관제 시스템 도입



- 우범지역 등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2019년 500대)
- 초등학교 내 CCTV 스마트 관제 실시(2019년 1,000대)
▶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시행
●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조례」 (2018.10월 제정)

보장내용 등 구체화, 실질적 도민보호망으로 운영(2019.3월)

▶ 정기적 예방감찰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한 상시 점검 강화
●

월별·시기별 주요 취약분야 안전감찰 실시



* 예. (1~3월) 전통시장 화재점검, (4~6월) 관광유원지 야영시설 등
●

관광객 안전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



- 전세버스 음주운전, 해안관광지 낙상위험, 올레길·게스트하우스 안전 등 중점 감찰
추진(2019.2~7월)
▶ 도·행정시 관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확립
●

산업안전담당 조직·인력 배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지도·감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타 산업재해 예방조치 담당
▶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고 예방체계 구축
●

제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일상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대응교육장 활용



(선박·항공기 사고 탈출 등 특성화 콘텐츠 운영)
* (2017~20년) 226억원(국비 60, 지방비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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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기반을 튼튼히 지키는 복지와 안전

03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안전망 강화
정책방향
▶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지원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
▶ 어르신, 장애인, 보훈가족, 육아 고충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
▶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증진사업 확산으로 건강제주 구현

주요과제
▶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의 실행력 강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시행(2019~2022년/359억 투자)

●



●



●



●



도내 공공기관 성평등 협력체계 구축,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성인권 교육 강화 등 성인지 정책 내실화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지원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

생계급여 인상(기준 중위소득 2.09% 증, 4인기준 452 → 461만원)

●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 급여 인상 및 자활장려금 신규 지원

▶ 건강하고 품격있는 노후를 위한 어르신 정책 추진

고령사회 대응 세대교감을 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



●



●



경로당 운영 개선, 제주형 노인여가시설 모델 개발(시범 10개소)
홀로사는 노인 서비스 대상자 확대(5,325명/800명 증) 및 냉·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확대(3,800명/800명 증)

▶ 소통과 포용의 사회를 위한 장애인 정책 추진

장애등급 폐지(2019.7.1. 시행)에 신속 대응, 지원정책 등 재정비

●



●



●



●



장애인복지기금 확대 운용(2.2억원 → 4.1억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등 기능강화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등 돌봄부담 경감
(1,404가정 → 1,420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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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보전



▶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여성·보육정책 추진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연계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3,200명)
- 여성폭력 긴급구조 핫라인 운영(주·야간), 현장상담원 배치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 (2018) 월 13만원·만 14세 미만 → (2019) 월 20만원·만18세 미만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및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



●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늘리고,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정부 미 지원(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교사



8시간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부담 경감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및 보훈가족 복지증진 추진

“독립의 횃불”릴레이 행사 및 항일독립운동 집대성 사료 정비

●



●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금액인상 및 본인 사망시 배우자 수당승계 지원
(2020년) 준비

●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 수권유족 추가(2020년) 준비



▶ 필수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
●

지방의료원별 시설·장비 보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제주의료원 치매전문요양병원 지정 및 시설 현대화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보강 등 특성화 사업 추진
●

응급의료기관 강화 및 재난의료 상시 대응체계 구축



▶ 제주만의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제주 실현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추진으로 개인 건강수준 향상

●



●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중점사업 및 ‘건강엑스포’ 개최

* (2019 목표) 비만율 (29.5% → 27.5%), 흡연율 (23.1% → 21.0%),
고위험음주율⇩(17.7% → 15.5%), 걷기실천율 (35.4%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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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주거·교통 환경

01.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 활력화
02.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개선
03.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안착
04. 버스 준공영제 운영효율화 및 교통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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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주거·교통 환경

01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 활력화
정책방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추진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보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생활 보장
▶ 주민참여형 원도심재생으로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주요과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추진
●

장기미집행 도로 50개노선(53개구간) 보상 추진(보상비 1,068억원)



- 집행 TF 구성, 보상 안내센터 운영으로 민원 원스톱 처리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 중 9개 공원 보상 추진(보상비 725억원)



- 도·행정시 합동 상황실 운영으로 행정절차 이행 점검
▶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
●

‘공공임대주택 1만호’ 지속 추진, 2019년 1,720 세대* 공급



* 행복 673, 국민 346, 공공 391, 매입 310세대 등 79억원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임차보증금지원 등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및



‘주거복지기금조례’ 제정 등 제도화 추진
▶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 연계 추진
●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LH·서귀포시) 지원 및 관리



* 행복주택 입주(1월), 국민체육센터 건립(12월), 복합혁신센터 설계 등
●

지역인재 채용 지속관리, 종합발전계획 대상 미추진사업 소관부서 협의 및 로드맵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도시활력 증진
●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마중물사업) 추진, 관덕정 광장·주변 활성화 등



14개사업(53억원)
- 원도심내 교육·주거환경개선 및 빈 건물의 공유공간화 등으로 주변상권 활성화 도모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2019년 중앙 1, 광역 2 공모 신청)

●



●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으로 기 선정된 4곳(제주시 신산머루, 남성마을,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활성화계획 수립·고시 및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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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개선
정책방향
▶ 구국도 등 기반 도로시설의 안정적 확충으로 도민편의 증진
▶ 안전한 도로·건물 설계로 재정부담과 사고예방 등 사회적비용 경감
▶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

주요과제
▶ 구국도 및 지방도 등 기반시설 확충
●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65억원)



- 구국도 사업 : 와산 ~ 선흘 실시설계(5억원)
-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사업(60억원)
●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215억원)



- 헬스케어타운 진입로 등 3개사업(93억원), 비자림로 확장 등 지방비 투자
3개사업(122억원)
▶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로·건물 설계
●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 구축 운영



- 도로 포장의 구조적 상태 등을 체계적 분석(구국도 등 8개노선(520㎞) 우선 추진),
불필요한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및 교통사고 예방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또는 대상 제외



건축물에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제공
▶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
●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도입, 공공시설* 준수 등 심의 강화



* 보행공간, 공원, 광장, 청사 등 공공시설, 복지·문화체육·관광·교통시설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셉테드) 환경 조성



-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 범죄사전예방 추진(제주시 1개소 시범/3억원)
▶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위험도로, 보행환경 불편 등 취약구간 시설정비(19개소, 83억원)

●



●



●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 마무리(40억원)
구국도 밝은도로 조성사업(가로등 시설 500주,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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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주거·교통 환경

03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안착
정책방향
▶ 교통환경 관련 제도 안착을 통해 교통수요 관리 내실화
▶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관리 대책 추진

주요과제
▶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



* 교통혼잡 유발 업무용·상업용 건축물 바닥면적 1,000㎡ 이상 교통혼잡 비용 부과
●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시행 추진(2019년 7월)



- 당초 2022년 예정이었던 계획을 앞당겨 추진
-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차고지 공급 및 차고지증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2019. 1)
●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추진



-대
 여자동차수급조절위를 통해 효율적인 동참방안 등 확정(2월중),
2단계 자율감차 추진(2019. 6월)
▶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



- 공영 주차장 조성(84개소), 자기차고지(325개소), 부지매입(13필지) 등
●

30면 이상 무료 공영 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확대



* 1단계(2019~2020) 50면 이상 148개소(16,183면) 유료화
** 2단계(2021~2022) 30면 이상 177개소(6,540면) 유료화
●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 관리 대책 추진



-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지정 및 공유주차 확대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요금표 신설 등 주차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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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버스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 및 교통복지 확대
정책방향
▶ 운송원가 절감, 노선 조정·개선 등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도민 대중교통 이용 확대
▶ 저상버스 지속확충, 행복택시 안착 등 교통복지 확대

주요과제
▶ 준공영제 재정지원 기틀 마련 및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표준운송원가 체계구축



- 한도 내 실비정산 확대 및 정산지침 이행여부 점검
탑승저조노선 감축운영 등 다각적인 운송원가 절감 추진

●



●



표준운송원가 중 ‘성과이윤’에 대하여 평가 용역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운수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유도

●

공영버스 운영비용 절감 등 운영 효율화 추진



- 노후버스 감(휴)차, 소형버스 대체 투입(2018년 9대 → 2019년 14대 이상) 등
▶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복지 추진

전문기관 교육, 인센티브 차등 지원으로 운수종사자 친절도 제고

●



●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확대

- 저상버스(20대) 도입, 비가림승차대(100개소) 및 보도폭 개선
- 회차지 편의시설 조성, 복합환승센터 등 본격 추진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대천·6호광장·해안교차로) 및 공항 조성
●

어르신택시, 환승택시 등 교통복지 확대 지속 추진



- 만70세 이상 어르신 행복택시 도 전역 확대(2018.2.1)
- (버스- 택시) 환승시 택시요금 800원 할인제 지속 홍보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확대: 7대 증차(임대택시 2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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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01. 지속가능한 제주농업·농촌 실현
02. 경영안정관리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03.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수산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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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속가능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01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 농촌 실현
정책방향
▶ 농업인 고령화 및 기후변화대응 안전영농체계 구축
▶ 농업인 복지 정책 확대 및 농축산물 생산·유통 안전 관리 강화
▶ 도민생활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관리 대전환

주요과제
▶ 농업인 고령화
●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전영농지원체계 강화

청년창업 농업인 육성(100명) 및 지원확대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후계농 경영자금 융자(5억원이하)지원
제주농업 인력지원센터 및 국민수확단 운영(연중 4.9억원)

●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가입율↑, 품목↑) 및 농기계종합보험 도입

* 농작물재해보험(50개 작물), 농업수입보장보험(콩,마늘, 양배추),
농기계종합보험(12종)
●

지역농촌용수개발(저수지 68만톤규모) 및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착수



(2024년까지 1,375억원)
▶ 농업인 복지정책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10만원 → 13만원)확대

●



●



제주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 및 시범농장 운영 (1개소)

▶ 농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 안전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비인가 대안학교)와



농약 PLS전면시행(등록된 농약만 안전 사용)
●

유기농 명인제도 운영, 토양환경개선 녹비작물 종자 공급(종자대 100%)



▶ 도민생활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관리 대전환
●

신기술을 접목한 가축분뇨관리(액비살포 → 정화방류·농업용수 활용)연차적 전환



- 새로운 가축분뇨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공공처리장 확충(2021년까지 414억원 투입)
- 양돈장 냄새관리 개선: 고착슬러지제거, 미생물 공급, 냄새포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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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영안정 관리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정책방향
▶ 월동채소 생산 수급조절 체계 혁신,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준비
▶ 농가부채 등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상대적 경영개선

주요과제
▶ 월동채소 생산·유통 처리대책 추진
●

월동채소 적정생산·수급조절 체계 혁신



-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5월), 파종면적조사(신고 8월) 철저 및 전산관리
가락시장 하차경매 연착륙을 위한 행·재정 지원(월동무, 양파, 양배추)

●



●



●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등 시행 5개사업 233억원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정책제도권 활용 강화

-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확대(월동무30% → 60%이상)
-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 관리제 확대시행 :당근 → 당근, 양배추(점진적확대)
▶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준비
●

감귤산업 새로운 50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



- 원지정비를 통한 과감한 노령 과원정비
- 소비자 중심의 상품출하 : 상품규격 기준 재검토, 출하전표 규격표시제 확행
- 생산자-소비자간 직배송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 (300억원)

(융자확대) 재해복구, 농업인 월급제, 청년창업농 육성 등

●



●



(보조사업) 토양생태보전, 고령농 농작업 편의 장비, 친환경농자재 등

▶ 제주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
●

제주6차 산업 경영체 발굴지원과 소득기반 강화



- 6차산업 선도 경영체 육성(현장코칭 등) 및 신규추가인증(10개소)
●

식품가공육성: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현대화(HACCP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



가공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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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속가능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03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수산 산업 활성화
정책방향
▶ 수산물 수급가격, 유통안정화를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 특색 있는 해양관광 산업 육성화로 어촌 경제 활성화

주요과제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 : 50억원(2022년까지 200억원)
●

갈치, 참조기 등 일시 다획성 어종의 원활한 유통·처리지원



* 전국 최초 시행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안정화 지원
●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행사 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12개 사업)
-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 건립(1개산업/77억원)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안정화 지원



- 제주산갈치 해상운송 물류비지원, 수산사업 창업투자 지원
- 서귀포수협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총 사업비 100억원 추진)
▶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2018년~2019년/132억원)

●



●



●



여성어업인 지원으로 문화혜택 제공(2018년 10만원 → 2019년 13만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2019년 하반기)

▶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 산업 육성
●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선정(하예항·비양도항·함덕항)



- 낙후된 소규모 어촌의 항·포구+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 통폐합 개발함으로써
어촌에 활력

42

제주수중비경 관광 자원화(제주수중비경10선) 선정홍보(1억원)

●



●



아시아 크루즈 허브도시 제주브랜드 이미지제고(6억원)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의 섬 제주

1. 문화가 숨 쉬는 제주 구현
2. 글로벌 연대로 평화의 섬 재도약
3. 지역경제 견인 스포츠산업 육성
4.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에 밀착된 관광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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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의 섬 제주

01

문화가 숨 쉬는 제주 구현
정책방향
▶ 제주다움의 가치를 키우는 정체성을 확립
▶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육성

주요과제
▶ 제주학 연구 및 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추진
●

탐라역사 연구, 제주민속자료 조사, 문화 원형기록화 사업 등 추진



* 제주학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2019. 4월), 조례제정(2019.11월),
재단설립(2020. 2월)
▶ 해녀 문화 가치 확산

해녀문화 관련 캐릭터, 팬시상품, 창작예술 활동 확대

●



●



●



●



해녀문화 “해녀 공연단” 지원 확대
제주해녀어업시스템 FAO GIAHS(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해녀의 날」과 연계한 제주해녀축제 육성

▶ 제주문학관 건립
●

제주문학인 염원사업으로 제주문학 정체성을 담은 “도심 속 자연(숲) 문학관”으로



건립, 도민 생활문화공간 등 활용
- 2021년 개관목표(제주시 도남동 1018-3, 지상 4층, 연면적 2,500㎡)
* 제주문학관 건립 실시설계용역(2018.12.13.~ 2019.6.10.) 추진 중
▶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



「2020~2024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로드맵 및 액션플랜」 수립

콘텐츠 코리아랩, 음악창작소, 웹툰캠퍼스 등 국비 공모사업 유치

▶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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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인 맞춤형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예술 향유·참여 확대

●



●



제주대표 문화예술축제 특성화 추진, 도립예술단 활성화 기반 마련

02

글로벌 연대로 평화의 섬 재도약
정책방향
▶ 제주포럼의 위상제고, 세계제주인과의 소통과 역량결집 추진
▶ 남북관계 변화에 맞춘 남북교류사업의 선도적 추진
▶ 자매우호도시 등과의 교류활성화 및 국제기구 네트워킹 강화

주요과제
▶ 제14회 제주포럼 추진(2019. 5.29 ~ 31, ICC제주)

대주제 : 아시아 회복 탄력적 평화를 향하여-협력과 통합

●



●



●



세션 구성의 내실화, 세계적 저명인사 초청 등 질적 성장
북한측 초청으로 남북교류 등 외교안보 공공포럼 위상 확립

▶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선도적 추진
●

문화·예술·체육분야 등 우선 가능 사업 지속 발굴



- 2020년 세계지질공원총회 제주 개최 시 북한 참여 추진 등
▶ 자매우호도시 등과의 교류활성화 및 국제기구 네트워킹 강화

기존 자매우호도시 등과의 교류사업 확대 및 내실화

●



●



동남아·미주·유럽권 등 교류지역 다변화 추진

- 미주·유럽권 교류사업 발굴 및 실무차원의 교류의향 타진
- 제10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지역 다변화(동남아·미주 등 확대)
▶ 세계 제주인 네트워킹 강화

탐라문화제와 연계한 세계제주인대회 개최(2019.10.12.~10.14)

●



●



재외제주인 청소년 제주 연수 및 문화 체험

- 제주이전기관인 ‘재외동포재단’과 협업, 제주어 학습 및 제주 역사·문화 체험
●

제주인 활약상 기록화 및 재외도민회 활동 지원



- 재외 제주인 활약상 방송 제작, 재외 제주인 고향방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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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의 섬 제주

03

지역경제 견인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방향
▶ 생활체육 참여율 70%를 목표로 생활밀착형 체육프로그램 운영
▶ 제주자연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등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과제
▶ 운동 장려를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연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10%할인제도 운영, 생활체육 제주지역리그 운영 등
▶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장애인 생활 체육 기반 마련

공공스포츠클럽 및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강화

●



●



공공체육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조사 추진 및 종목별 동호인 육성, 장애인 시체육회
설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도입 등

▶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스포츠 산업 육성
●

프로스포츠 지원강화로 스포츠산업 성장 견인



- PGA TOUR 3회 제주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프로스포츠 4대 메이저 대회 유치
●

전지훈련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유치활동 및 홍보 강화(유치목표 94,500명)



- 2020년 동경올림픽 연계, 타겟형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홍보
●

제주형 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관광 자원화：28개대회



▶ 도민생활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균형적 확충
●

공공체육시설(124개소) 기능 보강 및 생활 SOC시설사업추진



- 정부정책 연계, 도심지 소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체육공간 확보 등
●

제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절차이행



- 기본계획 수립 용역, 타당성 분석 및 투융자심사, 건립기본설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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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마무리 및 제주복합체육관 보강공사



04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에 밀착된 관광 실현
정책방향
▶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기반 조성
▶ 개별여행객 트렌드에 맞춘 관광 콘텐츠 및 마케팅 강화
▶ 카지노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

주요과제
▶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기반 조성

지역관광 스토리텔러, 지역 여행기획가 양성

●



●



농어촌 지역 맞춤형 지역여행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화

- 어촌특화 관광상품 개발, 숲 치유 등 프로그램 발굴
- 에코파티(생태관광) 등 마을 생산상품 연계 지원 강화
- 마을 콘텐츠 및 지역관광 상품 홍보 마케팅 강화
▶ 개별여행객 트렌드에 맞춘 관광서비스 혁신 및 콘텐츠개발
●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통계조사·분석



- 관광객 매출구조 조사, 이동패턴 분석, 제주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실시
- 통계청,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발표지표 연계 관광동향 분석 체계화
●

유명 유튜버 활용 영상제작, SNS 활동, 국내외 포털 등 국가별 선호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온라인 마케팅 강화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등 콘텐츠 개발 지원



- 야간 전시실 운영,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문화의 날 운영 확대
- 전통시장(야시장), 야간 콘서트, 시티투어 버스 연계 상품 등
▶ 카지노 관련 제도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제주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지역사회 영향분석 및 카지노업 신규·변경



허가 시 기준 법제화(조례 개정 추진)
●

도내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



- 카지노 감독·검사 권한 위탁(금융정보분석원 → 도, 3월 예정), 카지노업체 실사
(금융정보분석원 합동), 관련 업무매뉴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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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도민 체감 행복시책

일자리·경제활력

●

 제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

- 제조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스템 구축 지원 (5개사)
-1개소당 20,000천원 범위내
●

 젊고 유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출·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 기업에게 2년간 인건비 90%지원
- (2018) 20명 → (2019) 83명(2019년 63명 신규채용)
●

 “제주 더 큰 내일센터”설치 운영(2019.하반기)

- 고용, 숙련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 취·창업(직) 플랫폼
●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

- (2018) 월 1만원 → (2019)월 2만원 (최대12회)
●

 제주형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1인 이상 중소기업 / 중장년(35~55세) 500명
- 월 34만원(근로자 10, 기업 12, 도 12) 5년간 적립
●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34세미만 청년 (6개월이상 재직자)
- 월50만원(근로자12,기업20, 정부18) 5년간 적립
●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개선

- 5인 미만 기업 추가고용 지원(월 70만원/1년)
- 생애 첫 일자리 지원 확대 (월 50만원/6개월 → 1년)
-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월 60만원, 2년)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만15~39세 근로자 주택 임차비용의 60% 또는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1인당 30만원 한도, 2년)
●

 청년수당(자기개발비)지원

- 만19∼34세 졸업·중퇴 후 2년 초과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1인당 월50만원×최대 6개월 지원(생애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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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활력

●

 만18세~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

활동비 지원
- 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만15~34세 청년 추가 고용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 월75만원, 3년간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대체인력 지원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 중 소기업 근로자, 일용·비정규직 근로자 등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1년간 200만원, 총 5년간 300만원 한도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 등
- 1인당 200만원 한도내 훈련비의 20~95% 지원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취업 취약계층 등
- 훈련비 전액지원, 교통비 월 5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에 대한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상담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비 200~300만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2019년 고용우수기업 신규 인증기업
- 직원 복지시설 개보수, 작업환경 개선비용 등 기업당 2,000만원 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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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기존)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변경)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확대

(기존) 만19세부터 34세까지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변경) 만19세부터 39세까지
●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비 지원

(일반학생) 항공료, 학비
(저소득층) 항공료, 숙박비, 학비, 보험료, 비자발급비, 현지교통비
*사업비 기준 저소득층 학생 60% 이상 선발
●

 청년다락 운영 확대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한 청년공간 확대
- 청년다락 2호점 개소(2019. 2월 서귀포시 소재)
* 청년다락 1호점 운영 (2016. 12월 제주시 소재)
●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진로탐색활동을 위한 직무체험 프로그램(6개월)
(기존) 만19~34세, 도내 공공기관 직무체험
(변경) 만19~39세, 공공기관+우량 민간기업 직무체험
●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외에서 20일간 체류하면서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자아성찰 기회 제공
-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제주도 거주 청년
- 지원내용: 체류비, 교통비(1인 250만원 수준)
●

 청년동아리 지원

- 청년팀(3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취업, 공익, 자격증 등)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
(60만원 범위)
* 지원대상 : 만19세 ∼ 39세 제주도 청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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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

 도내 대학생 대상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 교육지원(기업인적성검사, 외국어, 공통직무 등)
- 도내·외 기업체 인턴십, 해외인턴십 지원

●

중
 장년(만40∼60세) 미취업자를 신규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 대상 임금 일부 지원

(1인당 월 40만원, 1년간)

●

택
 배를

가장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 예방 및 맞벌이 가구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에게 편의 제공 :안심무인택배 확대 운영(4개소→ 6개소)

1차산업

●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으로 농어촌여성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
- 바우처 상향(10만원 → 13만원)

●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 종사자)대상 농기계 종합보험료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율 감소: 50% → 15% (35% 도비 지원됨)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 정부형(월동무, 마늘, 양배추), 제주형(당근,양파)으로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도모
* (제주형)목표관리기준가격보다 도매시장 평균가격 하락 시 차액의 90%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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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 만18세이상 만40세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청년농
- 3년간 영농정착금 80만원 ~ 100만원 차등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 월동무, 당근포함
- 농가부담 보험료 50% 중 도비에서 35%지원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수산직불제 상향지원
(어가당 60만원 → 65만원)

●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자부담분 지원율 상향조정 (40% → 55% 지원)

●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차액 지원 단가 인상
(학교) 유치원·초등학교 410원 → 450원(↑40원), 중학교 460원 → 500원(↑40원)
고등학교·특수학교 520원 → 550원(↑30원), (어린이집) 250원 → 270원(↑20원)

●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152명 채용) 배치 등 일자리 창출 및 제주바다 환경보전
- 1인당 월 2,027,300원(4대보험 포함)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상향 지원
- 톤수에 따라 (2018년) 6.8%∼23.2% → (2019년) 8%∼25%

●

연근해 어선 유류비 상향 지원
- 10톤 미만 : (2018년) 유류사용액 10%, 4,000천원 범위
→ (2019년) 유류사용액 12%, 5,000천원 범위
- 10톤 이상 : (2018년) 유류사용액 5%, 5,000천원 범위
→ (2019년) 유류사용액 6%, 6,000천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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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중증발달장애인 실종 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
- 도내거주 중증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100명
- 위치추적기 및 통신이용권 지급

●

장애인 고용기피현상해소 및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확대를 위하여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도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고용 장애인 1인/ 월35만원∼65만원
●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증액 (월 20,000원 → 월 30,000원)
* 1가구에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도 각각 지급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 2018. : 단독가구 131만원 / 부부가구 209만6천원
- 2019. : 단독가구 137만원 / 부부가구 219만2천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18세 미만) 월 지원액 확대
-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13만원→월 20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18만원→월 35만원

●

●

한부모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파견
(만 12세 이하 아동)
제주도내 유·초·중·고 전 학생 전면 무상급식 지원 (311개교, 86,737명)
- 유・초 2,390원, 중 2,540원, 고 2,910원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 1인당 9,650원) 및 시간제 지원시간(720시간) 을

확대 지원
●

만18∼ 24세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 매월 30만원 지원(2019. 4월부터)

●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재산기준 하위 90%인 만0∼5세 아동 매월 1인당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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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 지원
- 일반아동 (1인 1회 5백만원), 장애아동 (1인 1회 7백만원)

●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아동 1인 연65천원 이내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지원
- 도내 어린이집 513개소 754명/ 1인당 매월 973천원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아 2,574명 / 1인당 매월49∼57천원

보훈, 4·3유족

●

 도내 참전 유공자(3,900명) 명예수당 지급

- 65～79세는 9만원, 80세 이상은 15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
●

 도내 거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기존) 예우수당 4만원, 만65세 이상
(변경) 연령제한 없이 예우수당 6만원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항공료 등 감면

- 79,547명(생존희생자120, 유족 79,427)
* 항공료(제주항공) 30∼50% 감면, 주차 50%, 관람료 입장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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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건강

●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우울·불안 등 무료 정신검진비 지원 (5만원/1인)

●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전면시행을 통한 농약관리로 도민건강 보호 및 농산물

경쟁력 확보
-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농약사용 전면금지
●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제도”운영

-가입대상(피보험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
- 보상범위 :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 보상한도액 : 최대 1,000만원
※ 공제·보험 운영기관 선정 후 개시('19.3월)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각 1대 지원(신청시)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시스템 구축

- 내진설계 강제규정 이전 건물(2017.12월전)에 대해 건축주가 의뢰 하면 자가 점검
가능, 건축물 안전성 향상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로 안전도시 구현

- 외국인밀집지역, 우범지역, 여성 안심구역 등 40개소 180여대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5대 연계서비스 본격 운영으로 각종사건 등 범죄예방에

활용
- 112영상제공, 119 긴급출동지원, 119영상지원, 재난영상지원, 사회적 약자 위치정보
제공 등
●

공
 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행 확대

- 읍·면 70세이상 (27천명) → 도 전역 확대(65천명)
- 1회 최대 7천원 지원 (연24회)
●

고
 령자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 65세 이상 면허증 반납 시 현금 및 교통카드 지급
*도 교통안전증진을위한 조례(안)제정 추진 : 2019. 4
●

 2019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이 (1,400만원 이내)
- 내연기관차 전기차 전환시 150만원, 전기화물차 200만원 추가지원

도민과 함께 희망 제주 만들기 _ 57

환경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 가구당 최대 302만원 추가지원
●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 영농폐비닐 등급별 120~180원/kg 지원
- 농약유리병 300원/kg, 농약플라스틱1,600원/kg, 농약봉지 3,680원/kg 지원
●

 요
 일별 배출제 도우미 (765명 채용) 배치로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재활용도움센터 확대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 :

53개소 → 78개소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 12.31.이전 제작 3종건설기계
* 3.5톤미만 : 1만원 ~ 165만원
* 3.5톤이상 : 440만원 ~ 3,000만원 지원

주거복지분야

●

 공공임대주택 공급 1만호 중 2019년 1,720세대 공급

- 행복 673, 국민 346, 매입 310, 공공 391세대
●

 신혼부부(결혼한 지 7년 이내) 및 자녀출산가정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최대 100만원→ 120만원)
●

 주거급여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임대료확대

- 선정기준 : 중위소득 (43% → 44%)
- 임대료 : 4인가구 기준 208천원 → 22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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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주택 입주자 임대차보증금 지원: 기본임대보증금의 50%

정보

●

 공공무선인터넷(Free Wifi)민간영역 확대 구축(800개)으로 도민 통신부담비 완화

- 생활밀집지역, 도서지역, 스타트업 활동지역 등
* 공공무선인터넷 설치현황: 4,286개(관광지, 버스, 버스정류소 등)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구매비용 80~90% 보조 ) 확대(70 → 80대)로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보격차 해소

●

도
 내 초중고 학생대상 코딩교육사업 확대

-교육청과 협의, 방과 후 희망하는 학교에 전문강사 및 교육기자재 지원

세정
●

장
 기간 농지소유자 재산세

30% 감면

●

일
 자리 창출기업(1인 이상 추가 고용시)세제지원

- 법인균등분 주민세면제, 자동차세 50% 감면
●

마
 을세무사, 도·국세청 합동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세정대학 운영

문화·체육

●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 학예사 자격취득 실무경력 지원 (학예인턴16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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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

 운동 장려를 위한 맞춤형 생활 체육프로그램 운영

- 8명이상이 종목·시간·장소를 결정하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프로그램 운영 (54명)
- 체육시설 이용료 10% 지원(월1만원)
-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매월 1인당 80,000원)
●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대상 문화·관광·체육분야 향유기회 제공

(통합문화 이용권 7만원 → 8만원)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생 카드발급 및 학습비 지원

- 초등 15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25만원
* 카드발급 등 지원에 따른 운영체계 구축(7∼8월)

해녀
●

 (2019년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 현직 80세 이상 고령해녀 현업 은퇴 시 3년간 월 30만원
※ 현업 고령해녀 수당: 70∼79세 월 10만원, 80세이상 월 20만원
●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기존) 해녀학교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변경) 해 녀학교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가입어촌계 현직해녀 대표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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