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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설명]

‘녹담만설 (鹿潭晩雪)’ 순백의 설경에 빠져들다.
겨울 한라산의 비경 중 최고로 꼽는 ‘녹담만설’.
제주를 대표하는 빼어난 경관인 ‘영주십경’ 중 하나로
늦봄까지도 정상이 흰 눈으로 덮여있어 더없는 절경을
선사한다.
신선들이 하얀 사슴을 타고 노닐었다는 백록담이 그 이름
처럼 순백의 설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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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큰 제주’
201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원 희 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과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면서 제주 미래에 대한 고민
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취임하면서 소통, 통합, 혁신, 실천을 도정의 주요 운영 원칙으로 제
시하였습니다.
단단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소통은 시작이며 통합은 결실이 될 것입니다.
제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작은 소통에서부터 이뤄질 것입니다.
서로 다른 처지와 의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갈등이 건전한 소통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은 중립적 입장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와 관련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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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였습니다.
획기적인 하수처리 종합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월 6일,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고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생들의 통학
로 확보를 합의하였습니다.
소통의 결실이 통합과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도민과 도의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통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공직혁신은 실천을 위한 기반입니다.
실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고 필요한 곳에 정책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실천을 방해하는 관행과 칸막이 문화를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 등 능력과 성과에 맞는 인사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혁신 부서를 직속기구로 둔 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공직혁신으로 실천의 기반을 만들고 실천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제주 발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4년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제주가 ‘더 큰 제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사람, 자연 그리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2019년 도정은 청년과 일자리, 환경과 복지,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청춘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 문턱을 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낮은 소득과 높은 주거비용 등의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아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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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산업구조와 영세한 경제규모는 청년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주축세대로 안착하고 제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뛸 수 있게 전폭
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정 자연을 지키는 일은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일입니다.
제주의 자연은 도민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국민에게는 몸과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제주의 깨끗한 이미지가 훼손되면 도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게 되고 제주를 찾는
이들도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제주 물 산업과 청정 농수축산물에도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상·하수도, 쓰레기, 축산폐수를 비롯한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확실한 대
책을 세우고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1차 산업 고령화와 기후변화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사드사태로 유발된 외국인 관광객 수의 급격한 감소는 제주 관광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는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 근무, 소비부진의 경제여파를
최일선에서 맞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기반산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제주의 경제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은 올해보다 3,227억 원이 늘어난 5조 3,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자연·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구변화·환경·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등 현재 제주사회에 닥친 과제를
극복하는 데 재정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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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세수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복지는 확대하고,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직면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를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 불가피했습니다.
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경비(10~30%) 감축, 일반투자사업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했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분야입니다.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4.8%가 증가한 2,243억 원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청년 취업시장에 숨통을 틔워 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사회서비스 등에서 내년까지 3,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내년 출범하는 ‘더 큰 내일센터’는 청년들이 급여를 지급받는 안정적인 환경 속
에서 혁신가적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과 취업 역량을 키우는 장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노동환경개선, 복지증진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보증과 자금지원 확대로 안정적 경영여건
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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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의 작은 기
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 상권분석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형마트, 편의점 등 경제주체 간의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별보증 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현대화도 지속 시행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 예산은 총 예산의 10.1%인 5,4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기계 종합 보험료 신규 지원 등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가뭄걱정 없는 농업을 위해 2024년까지 1,375억원을 투자하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월동채소 가격안정 관리대상을 기존 당근에 양배추를 추가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국민수확단 2만 5,000여 명이 농번기에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업에 필요한 동력운반기, 전동가위 공급을 확대하고 트랙터 등 임대
농기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감귤원의 원지를 정비하고 토양피복 재배 등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확충
하겠습니다.
산지 전자경매시스템 안정화 등 차별화된 유통으로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 세계 속 명품 과일로 거듭나도록 새로운 50년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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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질병 제로화(Zero화)를 통해 청정제
주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내년 건립되는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와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유통가공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이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제주 관광 형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광지 중심에서 맛집, 힐링, 체류형 휴양 등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검색 등 온라인 정보를 중심으로 관광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마을관광, 해양레저 등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별 테마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을에는 관광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와 컨벤션시설의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외 항공
노선 확충으로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2014년 174개에서 2018년 현재 360개로 늘어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개소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일반사업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우수모델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안
중심으로 찾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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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한 처방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 개선과 연계
하여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전과 사회기반 분야입니다.
지난 10월 제주시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인정받아 람사르습지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에 이은 람사르
습지 도시 지정으로 4대 환경 분야에 복합 지정된 곳은 세계적으로 제주가 유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키는 일은 제주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목표량을 설정하고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제주의 청정자연을 세계적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곶자왈오름습지 등 핵심 환경자원은 보전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환경보전기
여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인프라 확충과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는 하수처리입니다.
2025년까지 7,167억원을 투입하여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은 현대화를 통해 모든 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하수, 주차, 환경 등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
할 것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을 확대 설치하고 수량·수질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합리적 노선조정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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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제주시 신산머루, 서귀포시 월평마을 등 5곳에 대해 주거환경 정비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공공재 확보 차원에서 도시 내 녹지공간 보전
등을 고려하여 9개소를 우선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공원 전체를 매입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는 교통난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53개 노선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총 예산의 3%를 초과한 1,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문학관 및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
모델링을 통해 지역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문화의 산업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신화, 제주 해녀문화, 제주어 등 제주 문화 원형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와 안전 분야입니다.
현장중심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총 예산의 21.1%인 1조 1,314억 원입니다.
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저출산과 소득 불균형,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가 강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읍면동 민간협의체와 연계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모다들엉 돌봄 공동체 등 지역사회 돌봄 문화를 조성
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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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개선하여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570여 세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구 급증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원스톱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회 범죄와 생활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중고등학교, 어린이 공원, 도시공원까지 통합
관제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안전사고나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하겠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도민안전체험관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상황을 체험하고 유사시
대응법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 분야입니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드론, 사물 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하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실제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위험이 없는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큰 제주’

013

도입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이 증명서 없이 금융대출뿐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내년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친환경스마트자동차 연구센터’가 제주로 이전
하여 자율주행·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사업 등을 제주도와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와 관광, 1
차 산업이 선순환 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제주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감귤 200톤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비타민C 외교가 부활했습니다.
제주에서 북으로 가는 감귤과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은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한반도 평화안착을 선도하겠습니다. 5+1 남북교류 사업이 남북
관계 개선에 초석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주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던 자치경찰제는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난 12년간 제주가 선도적으로 해 왔던 지방
분권의 경험도 담겨있습니다.
정부정책을 뛰어넘어 제주의 자치경험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면서 제주만의 지방
자치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권한 중심으로 제주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하겠
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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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출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하며 도민들의 뜻이 모아
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주 도정은 도민들이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을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유해발굴이 8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4·3특별법」 개정 등을 비롯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및 공동체회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
습니다.
도민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도의회에 인사, 조직권을 이양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도의회와 도정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 발전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초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있는 위치와 입장을 이해하고 초당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소통, 통합, 혁신, 실천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더 큰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들, 도민과의 약속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
습니다.
제주도정이 세운 원칙을 지키고 내세운 과제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많은 관
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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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8 통권 122호

권두언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
최선 다할 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

김 태 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몇 가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교류의 물꼬가 제주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진행된 남북교류가 대결과 갈등을 넘어 민족화해와
상생이라는 큰 물줄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우리 도의회 강철남, 문종태 의원이 남북 민족화해협력 국민협
의회 공동행사에 참석하여 감귤보내기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을 제안하
였으며, 이와 때를 맞추어 제주 감귤 200톤이 8년 만에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보내
졌습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 성격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 시 한라산 등반이 구체화되면서 제주는
남과 북의 교류를 넘어 민족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우리
제주가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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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지혜를 함께 모
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불법 군사재판이 재심을 통해 무효가 되면 희생자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 밝힌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배·보상 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기를
촉구하며, 4·3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입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12월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계획으로 의회 차원에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기대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주문하는 것이
기도 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제27회 대한민국 모범인대상 시상식에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 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제11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심의·의결하는 새해 본예산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과 도민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은 우리의 초심입니다.
이러한 초심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민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예산의 실현이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 최선 다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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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오로지 도민주권의 바탕이며, 대의정치를
위한 도민의 공복으로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도민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과 소통을 통해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정이 편성한 2019년도 예산은 총 5조 3,500억 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쓰임새를 보면,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현
등의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청정제주 조성을 위한 환경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
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등의 일몰해소를 위해 1,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1,5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포함하여 앞으로 예산정책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우리는 이제 고
민을 해야 합니다.
제주의 성장을 위해 희생되거나 관심 밖에 밀려 있던 부분에 대한 정의실현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도민주권 제11대 도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생각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가치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성장을 명분으로 제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예산의 정의로운
재분배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환경은 개선되고 있는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예산 투입은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년간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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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비정규직 그리고 환경파괴에 신음하며, 성장의 결실이 도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빠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보내지 못하며, 저임금을 채우
기 위해 오늘 밤에도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상당수 도민들의 현실입니다.
아이에게 아빠와 가족의 시간을 빼앗고, 엄마에게 홀로 가사와 육아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제주 경제성장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의
의미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정의 예산은 이제 도민의 어려움에 힘이 되며, 제주환경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도 1조 2,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과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
교 수강비 및 4대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학생복지 사업에 주안점을 뒀다
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넘어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학습복지를 이루고, 아
이들과 도민들의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임을 생각할 때 교육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결국 정치의 지향점이며, 행정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가치의 표출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일방적인 모습이 아닌 상생과 합의에 따른 공리적 형태를 가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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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가 가질 지향점은 이러한 공리적 표출이 정의롭게 이루어졌는지를 확
인하는 과정이 예산심의와 의결의 핵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맞이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현안에 따른 논의와 직언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예산을 바탕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충실한 답변과 정책적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상의 가치로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도민이 없는 의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도민을 바라보지 않는 예산 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받들며, 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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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
- 고권우

2
2
3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 송형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 조정원

4

전국 최초 전기차 1만대 돌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다
- 손상훈

블록체인 기술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
고권우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ICT신기술팀장

1

들어가며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자 미래 제주의 잠재적인 먹거리다. 최
근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해 내놓았다. 그러나 블록
체인은 기술 자체가 생소하고, 관련된 내용 또한 복잡해서 블록체인 정책에 대
해 도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요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블록
체인 허브도시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
이 블록체인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는 한편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에 조금이나
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블록체인 기술 소개
1) 블록체인 기술이란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자(노드)간 직접 거래(transaction)를 가능하게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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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형 장부관리(원장, 原帳) 기술’이다. 기존에는 데이터와 그 이력이 중앙 집중적
으로 관리되고 기록되었다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각 주체가 서로의 모든 데
이터와 이력을 나눠서 보관하고 관리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기존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은 탈중앙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블록’이라고 불리는 정보가 담긴 묶음이 서로 ‘체인’처럼 연
결된 것에서 유래됐다. 시스템에서 각 주체(노드)는 서로의 데이터 이력 전부가
기록된 블록이라는 묶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해진 시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
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 블록 형성 이후 있었던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 유효
한 데이터는 반영하여 새로운 블록이 생성된다. 새로운 블록은 직전 블록과 해쉬
라는 기술로 암호화된 머리주소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새로운 블록이 계속 생겨
나고 새 블록은 직전 블록과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림 . 블록체인 구조 개요도(출처 : https://homoefficio.github.io/)

2)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블록체인 시스템은 각각의 사용자 모두가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기 때
문에 위변조가 어렵다.
기존 집중형 시스템에서는 중앙 집중 서버만 해킹하면 데이터 변조가 가능했
다. 그러나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 기록(장부)을 가지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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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많은 이들의 기록을 해킹해야 할 뿐 아니라, 정해진 시간마다 새로운 블록
이 생성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해킹이 어려운 구조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관리자 또는 중개자 없이 참여자(노드) 상호간
에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모든 기록 이력이 담긴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나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사건이 생기면 체인을 따라 이전 블록으로 회귀하며 사건의 데이터 이
력 확인 또한 용이하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우선 다
수가 서로의 데이터를 검증해주는 구조라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 처
리가 일반적으로 느리다. 많은 계산능력(컴퓨팅 파워)을 요구하고 전력소모가
크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가장 널리 알려진 블록체인 시스템인 비트코인의
경우 초당 7건의 거래처리(7tps)가 가능한 반면, 기존 집중형 방식인 비자카드
는 초당 2만건 이상의 거래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가 기록된 후 위변조하기 어렵지만, 원데이터가 최초 잘못 기입된
경우는 그 진위를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판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즉, 블록체인은 데이터 기록 이후 위변조 여부 확인은 가능하지만 데이터가 애
초에 정확한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고, 한번 잘못된 데이터는 그 기록이 원칙적
으로 계속 블록에 남는다는 약점이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기술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
로 기술진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거래처리 속도문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합의알
고리즘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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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전망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완벽한 대체를 기

대하는 건 시기상조다. 그러나 잠재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계경제포럼
은 2016년 10대 유망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하였고, 2025년이면 전 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이라 분석하였다. 세계적인 기술 컨
설팅 기관인 가트너 그룹은 블록체인 유관시장이 2025년 1,760억불, 2030년 3
조 1,600억불로 빠르게 성장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될 수 있다는 믿음, 즉 범용성에 기인한다. 금융, 의료, 물류, 공공, 에너지 거래,
콘텐츠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아
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시스
템(메인넷) 등장과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된 계약 이행 및
처리를 지원하는 기술)가 가능해지면서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확장됐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빠르게 다양한 블록체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2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한 분야(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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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앞서 말하였듯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노드)가 장부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

로의 거래 내역의 유효성을 검증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구조다. 이는 다시 말해,
참여한 이들이 특정한 이해관계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개개인은 자신의 컴퓨팅
파워를 들이면서 타인의 거래 내역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인센티브가 없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암호화폐다. 즉,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에 필수조건인 상호검증에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장치인 셈이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암호화폐가 단순히 개방적인 블록체인 시스템(퍼
블릭 블록체인) 유지에 필요한 인센티브 성격을 넘어, 기존 금융체계와 유사하
면서도 다른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정 행동(긍정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장치로
서 기능하거나 기존 중앙은행과 정부가 관여하는 화폐가 없이도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른바 ‘토큰 이코노미’가 암호화폐로 가능
해지고 있다는 것이 암호화폐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중요한 배경이다.
이른바, 암호화폐 발행(ICO)에 대한 이슈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중 하나다. ICO는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새로 발행
한 암호화폐를 제공하면서 반대급부로 자신의 사업에 관심 있는 이들로부터 기
존의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사업의
매우 초기 단계에서 비록 기존의 화폐는 아니지만 거래소를 통해 기존 화폐로
교환될 수 있는 암호화폐를 투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ICO에 주목하
고 있다. 또한 ICO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사례들이 속
속 등장하며, 기업들은 앞 다투어 ICO를 시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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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ICO의 개념도 (출처 : ICO의 현황과 규제, 국회입법조사처)

기업들의 새로운 재원 마련 모델로 등장한 ICO는 기존 기업최초공개(IPO, 주
식 상장과 유사한 개념)와 비교할 때 다음의 특징이 있다. 첫째, 아이디어만 있
다면 매우 초기단계 기업도 재원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ICO로 재원
을 모을 때는 국내에 국한됨이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는 점이다. 이는 전자지갑을 가진 세계의 모든 이가 상호 간 암호화폐를 매개로
즉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ICO가 초기단계 기업들에게 새로운 재원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회적 요
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의 과열된 암호화폐 광풍으로 시장에서는 사기성 ICO가 범람했고, 참여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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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발행(ICO)과 기업최초공개(IPO)의 비교 >
ICO

5

IPO

발행대상

코인 발행

지분증권 발행

수취

기존 가상화폐 등을 통해 자금조달

현금을 통해 자금조달

과정

직접 자금 조달

증권사 개입 필요

투자자 보호

거의 없음

거래소, 증권사의 선별 진행

용이성

기업에게 매우 용이

상장 요건 구비 요구

상장여부

ICO 이후 코인 상장을 계획

IPO와 동시에 주식 상장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
이처럼 ICO가 기업들의 새로운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세계 각국은 ICO에 대한 제도
화된 규제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 국내동향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TF로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설치
하고 2017년 9월 27일 ‘모든 유형’의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광풍으로 인해 투기적 행태, 사기성 ICO 프로젝트, 극도
의 시장 불안정성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입법조치도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한 것은 과잉조치라는 비판과 불확실한 상황을 무책임하게 지속시키고 있
다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ICO 전면금지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는 ICO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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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규제 동향
타 주요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모든 ICO를 금지한 국가는 중국 정도다.
대부분 ICO를 제도권 내에 끌어 들여 특정 유형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
세다. 즉, 대부분 국가들은 ICO를 각국의 기존 증권거래법(국내 자본시장법)으
로 포섭하려 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낮고 기존 증권관련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ICO를 허용해 나가는 추세다.
다만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구체적
으로 미국은 ICO에 있어서도 기존 증권성 판별 기준이 된 Howey test 판례에
따라 증권발행에 해당하는 ICO가 증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ICO가 활발한 싱가포르도 ICO가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표명한 바가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고객신원확인
등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CO에 친화적이라고 알려진 스
위스는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ICO 유형에 따라 기존 증권관련법 적용이
가능함을 공식화 하였으며, 최근에는 프랑스처럼 ICO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
련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싱가포르 금융청(MAS) 등과 같이
ICO를 시도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ICO
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국가들도 점점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
해 규제와 기준의 제시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시장질서
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6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
제주특별자치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블록체인 산업 생태

계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다. 첫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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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발굴과 둘째, 암호화폐와 그 발행에 대한 제도적 특례 마련 및 셋째, 블록체
인 산업 성장 기반 지원이다.

1) 블록체인 서비스모델 발굴
제주의 첫째 방향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하는 것이
다.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 ①데이터의 신뢰성을 빠르게 검증하여 기존 시스
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②위변조 불가능성을 통해 다양한 인증에서의 신뢰
성을 높이며 ③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구조에서 정산처리를 투명하게 처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로세스 단축, 인증의 신뢰성, 정산처리 투명성이 필요한 영역에
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다. 최근 제주를 시범지역으
로 국토부가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사업이나, 제주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이
러한 정책 실현의 일환이다.

2) 암호화폐와 그 발행에 대한 특례 마련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현재 금지된 암호화폐(ICO) 발행의 제
한적 허용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원인 중 하나가 ICO 기업과 거래소에 대한 명
확한 규제와 기준 미비라고 판단, 건전하게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실상 금지’ 상태가 아닌 명확한 규제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줘
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ICO를 전면 허용이 아닌 안전성이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허
용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초기단계에는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를 대상
으로 ICO를 허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추후 ICO 허용 범위를 넓히자는 것
이 기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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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 단계적 허용 방향(안) >
(1단계) 기관투자자 대상 ICO 투자를 허용하는 프라이빗 ICO* 허용
 사모 펀드와 유사하게 검증된 기관 대상으로 투자를 공개하는 방식
(2단계) 투자자 보호 조치가 취해진 퍼블릭 ICO 일부 허용
(3단계) 일반인에 대한 ICO 참여 허용

특히 암호화폐와 기존 법정통화가 교환되는 창구인 거래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
(KYC), 보안기준 등의 규제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해외 주요국들의 추세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
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역시 ICO에 대한 무분별한 허용이 아닌 조속히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 주고 그 기준 안에서 ICO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제주
도의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3) 블록체인 산업 성장 기반 지원
제주도는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민간 펀드와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한 블록체
인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블록체인 기업의 인력수급을 지원
하고 민간 펀드와의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 이를 위해 도내 ICT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과정을 개설, 도내 4차
산업혁명 펀드 연계 방안도 준비 중이다.
위의 세 가지 주요 방향 외에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도민 공감
대 형성이다. 최근 서울은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부산 역시
특구인 크립토밸리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다. 충북, 경북, 전북 등 타 지자체
도 블록체인의 적극적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
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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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공감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블록체인 특구 지정의 당위성
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블록체인산업 성장 기반지원을 위해서는
특구 지정과 이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보가 필수다.

7

나가면서
이 글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특징부터 시장전망과 암호화폐를 둘러

싼 전반적인 이슈까지 정리하고 제주도가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독
자의 이해까지 구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에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어
려운 존재일 것이다.
그 어려움의 크기만큼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낙관론과 비
판론의 간극 또한 상당히 크다.
어떤 낙관론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전가의 보도처럼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
고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하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리라고 장밋빛 전
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어떤 비판론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심하게 과대포장 되어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판이며 암호화폐 발행 허용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낙관론과 비판론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상태에서 공공부문은 어느 특
정 관점만을 강조하며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해서는 안될 것은 분명하다.
낙관론과 비판론의 논거를 균형감 있게 보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공론
화를 통해 두 입장간의 간극을 좁히고 갈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추진방향이
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은 간과해선 안될 필수조건임
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032

제주ICT 미래전략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송형민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주무관

1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빅데이터 전문센터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빅데이터
전문센터로 선정됐다. 이날 전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총 36곳으로 통신사, 금
융사, IT대기업, 병원, 대학, 연구소 등 민간·공공 구분 없이 빅데이터 활성화
를 선도하는 기관들로, 지방자치단체 개별 부서가 전문센터로 선정된 사례는 전
국에서 유일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빅데이터 전문센터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
장 큰 이유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고 있기 때문이다. POI를 중심으로 도내 전역(2018년 8월 기준 4,219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고 공공와이파이 접속, 인증, 과금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여 도민 및 관광객의 이동패턴을 분석하는 등 일반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
에서도 확보하지 못하는 가치 있는 빅데이터를 생산,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인정된 것이다. 공공와이파이를 그 기능 자체의 공공서비스 목적으로만 활용하
는 것이 아닌, 가치 있는 데이터의 생산과 도정 소통의 채널로 활용한 것은 행정
안전부 열린혁신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유일하게 ㈜카카오가 보유한 네비/지도/검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033

색 데이터 등을 확보하여 민·관 융합데이터를 개방(www.jejudatahub.net)하
고 있으며, 대중교통에 대한 고정밀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영버스 800여대에 고정밀 디바이스(GNSS)를 설치하고 있다. 향후 공영버스
에 설치된 고정밀 위치센서는 다양한 IoT센서를 추가 부착하여 기상, 환경, 교
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동형 IoT 센서로 활용하게 된다.

2

지속가능한 빅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6기 이후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여 다음의 4가

지 방향으로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1) 적극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지자체 구현
- 공공 와이파이 기반의 데이터 생산(관광객 이동 경로, 체류시간)
- 표준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체계 및 플랫폼 구축
- Silo 체계 파괴를 위한 행정 데이터의 Data Warehouse 구축
(2) 지역현안과 관련 있는 민간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
-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 패턴 분석
- 검색엔진, 네비게이션 로그 분석을 통한 개인 이동 요구사항 분석
- 지역 기업들의 데이터 발굴을 통한 공공데이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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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MOU를 통한 데이터 확보 추진
(3)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적극적인 융합을 통한 데이터 유통 체계 구축
- 지역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허브 구축
- 관광 특화형 데이터, 인프라 활용 플랫폼 구축
(4) 시민들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Data Literacy 교육 추진
- 코딩 교육을 통한 사회 현안 해결 방식 교육
- 초/중/고 학생들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 추진
또한 체계적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세우고 단계별 빅데
이터 플랫폼 도입도 추진하였다.
(1) 1차년도(2016): 기본 플랫폼 구축
- 오픈소스 기반의 수집/저장/분석 플랫폼 구축
(2) 2차년도(2017): 플랫폼 고도화
- 대상 데이터 선별 및 빅데이터 업무포털(시각화 대시보드) 시스템 구축
(3) 3차년도(2018): 플랫폼 활성화
– 공간정보 시스템 연계 및 업무 부서의 플랫폼 활용 활성화

<그림>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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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에 활용된 Apache Nifi는 오픈소스 기
반으로 데이터 수집 출처와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에 대한 관리와 데이터 수집시
발생하는 변환처리(ETL)에 대한 복잡한 job을 GUI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교통, 관광, CCTV 등 다양한 제주도의 데이터와 유관기관의
데이터들을 빠르고 쉽게 수집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의 수집 조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구축된 데이터를 시각화 처리해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빅
데이터 업무포털을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필요한 부분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
개할 예정이다.

3

민간 데이터의 적극적 발굴·활용과 민·관 협력관계 강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가치 있는 데이터도 다수 있지만 실제 활
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관리되기도 한다. 또한 정확성이나 품질의 문
제, 개인정보 포함에 따른 제공 및 활용이 어렵다는 점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
따라서 활용가능한 외부(민간)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 부족, 활용 의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고품질의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내부 데이터에
대한 품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 및 과학적 정책 설계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했다.
카드사 데이터는 제주 지역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현
황, 정책 설계, 민간 비즈니스 창출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 민간데이터 중 우
선적으로 확보하여 도민과 관광객(내국인, 중국인)의 소비위치 및 패턴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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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과 관련된 데이터(local intensive data)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가능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 데이
터들의 효율적인 유통 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
는 데이터는 각자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영역에서 목적에 따
른 가치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개별 영역을 벗어나 서로 융합되
고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비즈
니스로 재탄생 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 카카오와 협력하여 이와 같은 민간과 공공
의 데이터가 각각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민·
관 융합 데이터 서비스 표준모델 구축’(2017년 과학기술정통부 빅데이터 플래
그십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와이파이
기반의 데이터들과 각종 행정 데이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 데 모아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 데이터 허브를 지역 중심의 데이터 유통/활용의 거
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제주데이터허브 내의 데이터 분석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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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제주데이터허브(지역거점형 민ㆍ관 융합 데이터 서비스 모델) 구조도

지역 거점의 데이터 허브는 지역 내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통합함으로써 민관
의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활용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내의
데이터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 사용자가 될 지역 민간기업
들은 공공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하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 요
구사항과 부합되는 데이터가 제공되더라도 비즈니스에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
들이 다수 발생한다. 따라서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강화하려면 데이터 허브의
구축 뿐 아니라 데이터 구축/활용에 대한 지역 민간기업 대상의 컨설팅이 동시
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청과 카카오가 민간기업 데이터 요구사항의 구
체화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지역 민간기업의 데이
터 활용 사례(usecase)들을 만드는 것을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진행과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관광지/맛집 추천 앱 서비스
에 제주데이터허브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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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제주데이터허브의 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관광 정보 추천 앱

제주데이터허브의 현재 모습은 지역 내의 데이터들을 통합 개방하고, 요구사
항에 맞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검색/액세스 할 수 있는 구조다. 향후에도 각자 존
재하는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를 지속
적으로 발굴 및 생산할 계획이다.

4

데이터 기반 지능형도시,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를 꿈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많은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다. 그 중에 스마트시티팀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양방향 RTK방
식으로 실시간으로 ㎝급 고정밀 위치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GNSS 센서를 도내
800여 대의 공영버스에 장착하여 카카오 맵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 센서는 향후 이동형 IoT 센서로써 다양한 감지센서를 추가 부착해 온
도, 습도, 미세먼지, 악취 등 제주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로로 이용할 계
획이다. 도에서는 이 센서를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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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주데이터허브를 통해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를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민간기업과 학계가 연구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결과를 받아 활용함으로써 전세계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스마
트 아일랜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스마트 시티 실현을 위해 이른바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설계하고 있다. MaaS를 번역하면 ‘서비스로서의 이동수단’이란 뜻으로 궁
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이동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로 이용하
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된다면 이런 것이 꿈만은 아니다.
또한 유휴차량 감소로 인한 주차문제나 교통체증 문제, 그리고 환경이나 에너지 문
제도 해결 가능하다. 현재 시점에서 MaaS가 활성화되려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
어 어떠한 불편도 느낄 수 없도록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R&D 사업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 결제기술 개발 및 시범운영’의 실증지역으로 선정(2018년 9월, 한국
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하게 되
면 MaaS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 교통 플랫폼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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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MaaS 시범운영 시나리오 예시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꿈꾸는 스마트 아일랜드의 목표 모델이다. 빨간색
선으로 둘러싸인 박스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분야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교통, 시설물, 행정, 기상/환경 등)를
데이터 센터에 수집하고 분야별 데이터랩을 통해 분석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관
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관리·연결되고, 데이터에 의한 도시 관
리 정책 결정이 가능하며, 데이터에 의한 협력과 자동화, 효율화로 삶의 질을 개
선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꿈꾼다. 또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빅해킹
(Civic Hacking) 및 리빙랩(Living Lab)을 활성화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
여와 적극적 소통을 견인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사회혁신1)과 숙의민주주의 실현
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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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조정원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1

서론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딥러닝 등의 지능 정보 기술이 우리 생활
속으로 시나브로 뿌리내리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 18세기 증기 기
관의 발명을 통한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전기의 발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으로 정보화를 통한 자동화가 이
루어진 제3차 산업혁명을 경험하며,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일시적
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술의 혁신은 우리의 삶
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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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 정보 기술은 맞춤과 예측을 통해 개별적 수
요를 창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 양
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능 정보 기술을 실제로 구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프트웨어이
며, 우리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
어 중심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할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성공의 기회로 삼
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
형 설비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전통적 제조업과는 달리 부가가치가 큰 고도의 지
식집약적인 산업으로, 우리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인터넷
을 통해 전 세계와 무한경쟁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프트웨어 교육은 왜 필요한가?

알파고와 이세돌 9단, 인공지능과 세계 최고의 인간 바둑 기사간의 대결이 펼
쳐진 것도 벌써 2년여가 지났다. 그 사이 알파고의 버전도 알파고 Master, 알파
고 Zero로 빠른 속도로 진화되어 왔다. 바둑 실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ELO
점수도 2016년의 알파고가 약 3700점 정도였던 것이 2017년 말, 알파고 Zero는
5000점을 훌쩍 뛰어 넘었으며, 알파고 Zero가 단 72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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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판의 스스로의 대국을 통해 학습한 후, 이세돌 9단과 대결을 펼쳤던 알파고와
대국한 결과 100전 100승을 기록하였는데 실로 놀라운 진화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알파고의 사례에 비추어 인공지능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게 될까?
아래 그림의 특이점(Singularity)은 미래의 가상 지점을 뜻하는 용어로서 미래에
인공지능과 로봇의 지적인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증
가하는 지점을 의미하는데, 알파고 버전의 진화 속도를 살피면 이 특이점이 충분
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발달은 우리 생활
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이 탑재된 로봇과 경쟁하거나 로봇과 협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들은 로봇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원리로 어떻
게 만들어 지는지, 인간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
엇인지 알아야만 할 것이며, 다양한 실생활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효율적
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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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 소프트웨어 교육 - ‘제주로on코딩’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제주로on코딩’이라는 전도 차원의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을 2018년인 현재까지 3년간 진행해오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
다. ‘제주로on코딩’은 디지털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제주형 소프트웨어 교
육의 대표 브랜드의 명칭으로 다른 16개 시도의 주요 광역 지자체들이 소프트웨
어 교육의 모범사례로 뽑고 있다. ‘제주로on코딩’은 학생들에게는 실제 코딩 및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의 역량을 강화시
키고, 학부모에게는 세미나, 이벤트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로on코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도내 민·관·학 협력체인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육 체계 개발과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소프트웨
어 교육 활동,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운영,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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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on코딩’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크게 컴퓨팅 문제해결 경험 중심
의 JeX(Jeju eXperience-oriented) SWE와 수준별 교육이 가능한 정규
SWE(SoftWare Education) Curriculum으로 구분된다. JeX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 중심의 수준 체계로 경험을 위해 비교적 접근이 쉬운 블록
기반 개발 언어 등을 활용하여 구성될 수 있고, SWE 프로그램은 기초부터 고급
수준까지 정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능한 수준 체계로 텍스트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수준 체
계를 이루는 각 단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의 9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크게 ‘문제발굴/이해’와
‘해결 방법 탐색 및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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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
리즘,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렬화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소를 소프트웨어 교육
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신감, 어려운 문제를 다루
는 인내심, 모호성에 대한 저항력, 개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공동의 목표나 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 기본 문법을 익히는 단순한 코딩 수업이
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굴 및 이해, 해결 방법 탐색
및 적용 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
로on코딩’의 소프트웨어 교육 체계는 모든 학습자가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 과정
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의 초급, 중급, 고급 과정까지 수준별 단계 학습이 가능하
도록 설계되었다. 경험중심의 JeX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주어진 문제를 잘 이
해하기 위해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처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하거나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능 정보 기술 중심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컴퓨팅 개념과 동작 원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 경험 중심의 J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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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주로
on코딩’을 통해 진행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 JeX 교육 프로그
램은 문제 발굴과 이해 단계에서 추상화를 통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해결방
법 탐색 및 적용 단계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과 프로그래밍 과정
을 통해 실제 경험을 하며 학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학습하기 위해 스
크래치, 엔트리, 센서보드, 햄스터봇 등 다양한 블록기반 언어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수준별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SWE
교육 체계를 참조하여 초급부터 중급, 고급단계로 나누어 운영할 할 수 있는데,
텍스트기반 개발 언어를 중심으로 한다. 초급은 문제 이해, 데이터 타입, 숫자/
문자열 표현, 작은 문제로 구분, 핵심 요소를 변수로 표현, 알고리즘 도식화/제
어문, 기본 문법 코드 작성, 실행 및 수정, 협력 활동으로 총 9가지 단계로 구분
된다. 이와 같은 단계를 학습하기 위해 러플, 터틀, 아두이노, 앱인벤터와 같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를 활용할 수
있다. 중급은 문제 이해, 데이터 입출력 함수, 리스트/배열 표현, 작은 문제를 함
수 또는 파라미터로 표현, 핵심요소를 다양한 변수로 표현, 정렬, 탐색, 그래프
알고리즘 이해, 다양한 절차와 논리적 구문 코드 작성, 실행 및 수정, 역할 분담
활동으로 총 9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단계를 학습하기 위해 드론이나
3D프린터 등 다양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고급은 문제 이해,
파일/DB/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데이터 입출력, 다양한 자료구조 표현, 작은 문
제를 재귀함수, 분할 정복 등으로 구분, 핵심 요소 패턴 분석 및 일반화, 알고리
즘 복잡도 계산 및 최적화, 복잡한 구문 코드 작성, 실행 및 수정/목적성 평가/
효율성 이해/시스템 설명, 모듈화로 총 9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단계
를 학습하기 위해 팀프로젝트, 멘토링, 팀티칭 등과 같이 다양한 학습전략이 추
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제주로on코딩’의 소프트웨어 교육 체계 모델은 유아
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적용 가능하도록 ‘4P기반 소프트웨어 교육 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유아 단계에서는 놀이 중심, 초등 단계에서는 문제해결 중심,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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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대학생 이상의 성인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중
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제 이해와 해결 방
법 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 체계의 경험중심 JeX 프로그램
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세스 모델을 수업과 교재에 맞게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
할 수 있다. 다음은 다양한 교육 프로세스 모델의 예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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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단계

설명

베이직

문제 발굴과 이해 –
알고리즘 – 프로그래밍

제주도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CT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문제 이해, 추상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과정을 경험하고 학습한다.

거꾸로
해결하기

프로그래밍 – 알고리즘 –
문제 발굴과 이해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프로그래밍이 적용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해하는 과정

놀이 중심

프로그래밍 – 문제 발굴과
이해 –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체험한 후,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이해하여 해결 방법을 찾고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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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 교육 프로그램 또한 기본적인 단계를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단
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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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한 제언
2016년에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 ‘제주로on코딩’은

2018년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3년간의 사업 기간을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새
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에는 너무나 부족한 교육 시간,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등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도차원의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을 진행하여, 외곽지역
과 추자도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이끌 초중등 학생들에게 컴퓨팅을 통한 문제해
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제주로on코딩’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제주로on코딩’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거버넌스 협의체 간의 소
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중복 문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앞으로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거버넌스
사무국을 만들어 사무국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
효성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인 고
용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주로on코딩’이 되어야 함
을 거버넌스의 각 주체들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초등, 초보자 중
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중급, 고급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제주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의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을 새로이 구성하고,
거버넌스 사무국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무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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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거버넌스의 역할 및 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
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율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계 및 산업계의 소프트
웨어 교육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개선사
항을 도출하고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소프트웨
어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요청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처
음 경험하던 것에 만족했던 것에서 이제는 아이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여 수준
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고, ‘소프트웨어 체험관 및 상시 교육 센터’
등이 만들어져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방문하여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하고 있다. 옛날부
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권의지계(權宜之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 지원에 대한 교육의 성
과를 짧은 시간에 바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벤트성
행사로 그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컴퓨팅 사고력의 함양인 만큼 당
장의 보기 좋은 결과물의 산출을 요구하기보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협업
하고 경쟁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지닌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소프트웨
어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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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전기차 1만대 돌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기차 1만대 시대에 진
입하였다. 제주지역 전기차는 2013년 말 302대, 2014년 말 674대에 불과하였
으나, 2018년 3월 2일 기준 10,006대가 등록되었고, 전기차 규모는 제주지역
전체 등록차량1)의 약 2.7%에 이르게 되었다. 제주지역 전기차의 약 71%는 자
가용, 약 25%는 영업용, 약 4%는 관용차로 구성되며, 영업용 전기차는 렌터카
(2,193대), 택시(224대), 버스(63대), 화물차(2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2).
제주지역에서 전기차는 경험하는 대상을 넘어 바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대상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기택시와 전기버스는 더 이상 낯선 경험이 아니며,
2,000여 대가 넘는 전기렌터카는 제주지역 방문객에게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역외세입차량 제외
2) 2018년 3월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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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희룡 도지사의 전기차 1만대 돌파 페스티벌 기념사
그림설명: 2018년 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기차 1만대 시대에 진입한 것을 기념
하는 의미에서 ‘전기차 1만대 기념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

전기차 보급 성공요인
제주 전기차 1만대 시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전기차 보급정책에 의해

달성되었으며, 전기차 보급정책은 2012년 수립된 탄소없는섬 구축계획(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이하 CFI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CFI 계획
은 2030년까지 제주도내에서 필요한 전기를 100%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생산하고, 도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
이 핵심이다. 동시에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에 전력을 저장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FI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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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2017년까지 전체 차량의 10%, 2020년까지 전체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2018, 이하 전기차
중장기계획)은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기차 중장기계
획은 CFI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전략과제를 담고 있
으며, 현재 3개 실천전략, 9개 전략과제가 추진 중이다. 전기차 중장기계획에서
는 전기차 전환 목표를 2022년까지 40%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급된 전기차를 기반으로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관산
업을 육성하고 있다.
<표 1> 전기차 중장기계획 실천전략 및 전략과제
실천전략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전기차 문화조성 및 제도 정비

전략과제
•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 전기자동차 충전 및 이용 불편 제로화
•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로 신산업 창출
• 전기자동차 기반 미래 사회로 변화 철저한 준비
• 전기자동차 글로벌 중심지 제주 역할 및 이미지 강화
• 전기자동차 이용자 참여 확대 및 문화 선도
• 전기자동차 제도ㆍ조직 체계적 정비 및 협업 강화

자료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8.3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하반
기부터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민간보급 사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 당시 전
기차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전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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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량의 가격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보조금이 지급되어 초기 구
매를 이끌어내었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지원금
을 매칭함으로써 민간보급의 성공을 견인하였다. 2013년~201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2,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는 정부지원금 1,500만원, 제주특별자
치도 지원금 800만원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1,800만원으로 정부지원금은 최대 1,2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은 600
만원이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이 일부 면제되는 혜택
도 있어 내연기관차량 대비 전기차가 경제성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료 면제, 도에서 운영하
는 급속충전기 요금 무료화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그림 2> 제주지역 민간보급 대상 전기차(자료: 제주 EV Report)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충전인프라 구축도 강력히 추진되고 있
다.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주지 등에 완속충전기 설치가 보조
되었으며, 환경부 급속충전기 구축,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과 병행하
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 급속충전기를 구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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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급속충전기 구축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2018년
8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9,443기로 파악된
다. 완속충전기는 8,794기, 급속충전기는 649기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
방형 급속충전기는 448기로 그 중 한국전력 152기, 환경부 154기이며, 제주특
별자치도는 58기의 급속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8월 제주지역에서 구
축된 전기차 충전기로부터 사용된 전력량은 397만9,952kWh로 집계되었다. 이
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사용현황과 활용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표 2> 제주지역 유형별 충전기 현황
(단위: 기, %)

구분
개방형
개인용
계

완속

급속

계

1,394
(14.8)
7,400
(78.4)
8,794
(93.1)

448
(4.7)
201
(2.1)
649
(6.9)

1,842
(19.5)
7,601
(80.5)
9,443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동향 및 통계 월간 리포트, 2018년 8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였으며, 특히 충전기 위치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 전기차 및 충
전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충전기 콜센터에서는 주로 충전인프라 위치정
보, 작동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렌터카 보급이 늘어난
이후 전기렌터카 이용자로부터 많은 문의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8월
1,698건의 콜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70%가 전기렌터카 이용자, 26%가 도민 전기
차 이용자이며, 공공충전인프라에 대한 문의가 8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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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대상자, 전기차 이용자, 렌터카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4회 536명
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까지 총 13회 1,8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교육
내용은 전기자동차의 종류와 장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의 이해
및 침수,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한 고장이나 사고 시 대처 방법, 충전기의 올바른 사
용법, 전기자동차/충전기 이용 에티켓, 제주 전기차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분야 전문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에 따른 안전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다.
전기차 보급 및 문화 측면에서 민간의 역할이 없었다면 제주 전기차 1만대 시
대는 열리지 못했을 것이다. 전기차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개방형 충전기 점검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충
전기 이용에 따른 배려 에티켓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수요자 중심
의 전기차 및 충전기 이용문화 선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 모
임 토론회(Evuff, EV user forum & festival)가 2016년 제주에서 시작된 이
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KEVUA)가 제주지역에
설립되어 세미나를 수시로 진행, 친환경 전기차 스티커 제작, 이용자 중심의 정
책 건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그림 3> 전기차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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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전기차 보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전기차 보급과 함

께 관광 및 1차 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연
계한 신산업군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전기차 중장기계획에서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전기
자동차 연관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로 신산업 창출, 전기자동차 기반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철
저한 준비가 전략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산업 클러스
터 조성, 전기차 융복합 연구인력 확충, 전기차 신규 전문인력 양성, 전기차 관
련 도내기업 경쟁력 양성, 전기차 기업유치 및 창업환경 조성이 단계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
전기차 연관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이다. 전기차 배
터리는 차령, 주행거리 등에 비례하여 그 성능이 감소하게 되며,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의 70% 가량은 여전히 활용 가능
한 상태로 지속되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전력 및 에너지 측면에서 에너지저장장
치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배터리 수집, 분석, 인
증, 사업화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용된 배터리를 중심으로 자원
순환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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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재활용 배터리 수집, 분석, 인증, 활용체계(자료: 김영철, 2016)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 189억원 규모로 재사용 배터리 표준인증, 배
터리 평가 및 검증 기준 수립, 재사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폐배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반납센터를 구축하며, 폐배터리 통합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도내 기업에게 폐배터리 관련 기술이 이전되고 창업을
지원하는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연계사
업,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연계사업,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계사업, 전기차
와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사업 등이 추진되거나 구상되고 있다. 2018년 7월에
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부지 내에 급속충전시설과 신
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이 결합된 ‘EV Cafe’가 조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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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EV Cafe 내 전력생산과 흐름을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 및 ESS (자료: 제주 EV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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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과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이용편의 제공과 전기차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을 추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CFI 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도는 더 많은 전기차 보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중
심 보급정책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보급물량 외 추가보급이 어려운 상황
이다. 중앙정부 보조금 총액 범위 내에서 보급 가능대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산업적으로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속도가 아직 정책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차종,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주행거리를 갖춘
차종이 아직은 부족하고, 또한 전기차 생산 및 공급 규모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글로벌 전기차가 제주지역에 자유롭게 보급되고, 운행 가능하도록 보조
금 지급대상 조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공공 충전인프라 확대, 충전시간 단축, 충전인프라 통합정
보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
간 충전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한데, 충전시장은 공공투자 및 관리 중심으로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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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민간이 역할을 정립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전요
금의 현실화, 충전서비스의 아웃소싱 등을 통해 민간충전 사업 육성으로 방향 전
환이 필요하다. 전기차 문화 측면에서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을 점유하는 문제,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
운 문제 등도 전기차 보급 및 이용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은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의 가장 큰 걸림
돌이다. 전기차 정책의 경우 보다 정교한 정책설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고, 산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
며, 연구 및 기술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나, 제주도내 인적 인프
라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관
련 사업기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최근 신규사
업 발굴이 정체되어 있다. 또한 도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들이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의 내재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개정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이러
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
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
적 자원(혁신성장자원)에 대하여 실증, 임시사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운
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대수와 충전인프라는 제
주지역의 혁신성장자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기업과 인력들이 제주지역에
집중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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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제주지역 전기차 1만대 돌파는 분명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개

인적인 변화, 사회, 경제, 산업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공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의 속도가 예상
하지 못할 만큼 빠를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과 공존, 탄소없는 섬이라는 더 큰 비전, 전기차 보급
을 통해 경제, 산업측면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서 전기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 시대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
응과도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이 과
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주는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
련한 제주지역의 경험은 전국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전기차 이용편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여 전기차 시대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의 전기차 보급 및 연관산업 육성
노력은 향후 제주지역 발전을 견인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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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주 정책사업
- 고영표

2
2
3

여성일자리 ‘모다들엉 여성공
동체 창업으로’ 풀어 본다!
- 송창윤

예비노년층을 위한
탐나는5060 프로젝트
- 홍숙희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주 정책사업
고영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장

1

들어가며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난이나 주거불
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청년시책
을 발굴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제주는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청년정책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제주청년에 대
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2

일반 현황
1) 청년인구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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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인구(만 19세~34세)는 12만5,854
명(2018년 9월 기준)으로 지역내 청년인구 비율은 18.0%이며 전국 청년인구 비
율(20.6%)과 대비하여 다소 낮은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3.6%)하였으
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7%)하였다. 제주의 경우 같은 기간 총인구는
17.8% 증가하고, 청년인구 역시 9.1% 증가하였으나 청년인구 비중은 감소(2010
년 20.4%>2018년 18.9%)하였다.

2)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 및 경제활동 현황
제주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대학진학률은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지만
2017년 76.3%를 기록하여 전국의 대학진학률 68.9%보다 7%p 이상 높은 상
황이다.
<제주청년 경제활동 동향>

연령

인구(명)

경제활동
인구(명)

취업자(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20~24세

34,000

18,000

18,000

54.0%

53.4%

25~29세

37,000

30,000

29,000

81.3%

77.0%

30~34세

38,000

31.000

31,000

81.8%

81.5%

*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취업자, 시도별 경제활동인구(2018. 3/4분기)

제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2018년 3/4분기
기준 제주 전체 고용률은 68.2%로 전국(61.1%)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한 비정규직 비
율이 전국에 비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 고용의 질이 낮음을 방
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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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은 제주의 미래이며, 청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

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제주도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및 고용촉진 등을 위
한 지원과 더불어 청년과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활동 활성화와 역
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청년들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고자 노
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넘어 일거
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참여와 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성장 생
태계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시범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
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개발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제주 청년실업률은 9.3%로 전국
실업률 3.3%보다 2.8배 높으며, 구직활동의 장기화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 급증 등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청
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에 몰두하여 구직 준비시간이 부족
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또한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2017 제주청년종합실태조사)에서
는 고용·일자리 관련 필요한 청년정책 1순위는 “자기개발, 구직준비, 사회활동
등을 위한 청년활동수당 지급(29.6%)”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정에서는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시범사업
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청자 338명 중 283명을 선정하여 월 40만원씩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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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4개월 동안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시범 지원하고 있다.

2)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기까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만 제주의 산업구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제주청년센터 중심으로 협력기관간 일 체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
들에게 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역량강화를 도모하
는데 목적을 두고, 청년들이 도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공기관 일 체험
과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기관별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청년센터)
•참여청년 관리
•참여기관 실무자 관리

참여기관/참여청년
→
•청년 일 체험

현재 제주관광공사,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22명이 각 기관에서 실무업무를 체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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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갭이어 체험 사업
청년갭이어 체험사업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섬에서만 살아온 제주 청년들에게
낯선 곳에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자기 성장을 통해 가치관을 확립하는
등 제주 청년들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2017년도부터 ‘갭이어’를 활용하여 시행한 전국 최초의 정책이기도 하다.
2017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30명을 선발하여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나
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21일’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참가자 100%가 본인
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올해는 60명을 선발하여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낯선 곳에서의 좌충우돌 20일’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 100%가 사업에 만족하였고, 98%가 본인에게 도움 된다고 조사되었다.

4) 청년강사 양성과정 운영
청년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 스스로 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의 관심분야,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강생 모집, 장소 마련 등을 통해 강사 본인의 실무 경
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강생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 일
상의 소소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별 강좌는 10회~15회로 구성, 강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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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제주청년원탁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제2기 공모를 통해 5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도정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이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결혼, 주거, 공동체 등 청년문제에 대해 10개의 정책을 발굴·제안
하였다. 또한 타 시도 청년네트워크와 2회에 걸친 교류사업을 통해 우수한 청년
정책을 공유 체험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도부터는 제주청년원탁회의의 다양한 활동과 의견을 담은 <영>이라는
활동집을 발간하여 청년들이 도정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
며, 올해도 제2기 제주청년원탁회의 활동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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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사업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사업은 경제 여건·비용 부담 등으로 해외연수의 기
회를 갖지 못하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대학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및 국제적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9개국에서의 단기 또는
장기 어학연수 비용을 지원하여 학점 취득과 더불어 외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최초 시행 이후 총 90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대학 연수를 실시
하였고 총 지원금의 50% 이상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어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4

앞으로의 과제

기존 청년정책은 청년 전 연령대 전반에 걸쳐 추진된 반면에, 앞으로는 청년
연령대별·유형별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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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일거리와 연계한 청년들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청년들이 바라는 직업세계와 유망직업에 대한 수요와 연계한 청년일
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게 된다.
2019년에는 기존 청년정책들의 문제점은 보완하고 청년인재 유출방지 및 육성을
위해 ‘제주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사업(6개분야 80개 사업)>
분 야

1.
역량개발

2.
청년활동
활성화

사 업 명

담당부서

1-1)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시범사업

청년정책담당관

1-2)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1-3)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청년정책담당관

1-4) 제주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시범사업

청년정책담당관

1-5) 청년강사를 응원합니다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1-6)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년정책담당관

1-7) 청년연구 공모사업

청년정책담당관

1-8)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사업

일자리과

1-9) 생활과학지도자 양성과정

미래전략과

1-10)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

탄소없는제주정책과

1-11) 풍력 관련 전문 인력양성

탄소없는제주정책과

2-1) 제주 청년박람회 개최

청년정책담당관

2-2) 청년다락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2-3) 청년자유공간 운영사업

청년정책담당관

2-4)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2-5) 청춘열기-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영띵’

청년정책담당관

2-6) 청년활동공간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2-7) 제주청년 서포터즈

청년정책담당관

2-8) 다같이 가자 청년학교

청년정책담당관

2-9) 청춘열기-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2-10) 청년사장 IN JEJU

청년정책담당관

2-11) 제주청년 고민상담 프로그램

청년정책담당관

2-12) 청년연구 스터디 모임

청년정책담당관

2-13) 전문직업상담사 동행면접 프로그램

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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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3.
생활안정

4.
문화

5.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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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3-1) 행복주택 건립사업
3-2)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3-3)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3-4)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5)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3-6) 제주일자리 재형 저축(53+2 통장)
3-7)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3-8)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3-9)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3-10)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1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3-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1)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4-2) 청년희망 토크콘서트
4-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공모
4-4) 제주청년 작가공모전
4-5) 우수청년작가 초청전시
5-1)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5-2) 민간기업 통합정기공채
5-3)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5-4)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5-5)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5-6)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5-7)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5-8)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5-9)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5-1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11) 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5-12)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
5-13) 제주지역 ICT 인재 양성사업
5-14)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5-15)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5-16)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17)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5-18)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5-19)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5-20) 주민행복드립 JOB 프로젝트
5-21)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22)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5-23)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5-24)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5-25)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5-26) 청년 일자리 상담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5-27) 단기 취업특강

담당부서
건축지적과
건축지적과
건축지적과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행정시 총무과
건축지적과
일자리과
보건소
문화정책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일자리과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농업기술원
일자리과
일자리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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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6.
창업

사 업 명

담당부서

6-1)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소상공인기업과

6-2) 제주 창업카페(창직마루) 운영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6-3) 창업아카데미 운영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6-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소상공인기업과

6-5)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6-6)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농업기술원

6-7) 서귀포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6-8)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교육

농업기술원

6-9)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보급

농업기술원

6-10) 강소농 창업활동 지원

농업기술원

6-11) 귀농인 창업 실습비 지원

제주시 마을활력과

6-12)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소상공인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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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자리 ‘모다들엉 공동체 창업’
여
으로 풀어 본다!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송창윤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며

중소기업청의 ‘2015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창업자의 50.8%가 경
력단절 여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원하여 취업교육 등을 받아도
실제 취업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 대다수가 취업 대신 창업을 선
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자본을 투자해 창업한 여성 창업자 10명 가운데 9명은 치열한 경
쟁과 낮은 수익으로 인해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빈곤을 다시 겪게 되는 굴
레에 빠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창업과정을 진행하면서도 하루 평균 3.3시간
이상 가사·육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삶의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여성
창업 시장이다.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제주도민의 여성 정책 수요조사 결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하여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프로젝트’를 통해 2016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의 창
업지원 방안으로써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협동조합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이로움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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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여성 친화적인 가치 지향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평등한 조
직문화를 지향한다. 높은 수준의 소통 및 정보공유, 그리고 협의에 따른 의사결
정을 주된 특성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이 여성들의 관계 지향성, 소통
능력과 연결되어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대안적 노동형태로 현재 자녀 돌봄 서비스 및 모성보호 제도 등은 아직
이용의 실효성 측면에는 한계가 많다.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아직 부족하다. 여성공동체 협동조합은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를
느끼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함께 창업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무환경
과 재택근무 혹은 인근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가사·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역
내의 맞춤형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 협동조합은 여성들의
장점이 잘 발현되는 기존 돌봄 이외에도 교육, 상담 및 공예, 연구 등 다양한 영
역에서 설립되고 있다.
셋째,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의지와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스스로 창출하는 경험 속에 자존감을 획
득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가진 여성공동체의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아이템 발굴 기
초 설계(교육, 창업팀 구성 등)부터 초기 창업까지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
창업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획한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2

사업의 진행 절차

1단계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공동체 예비창업단 발굴 공모 및 선정이다.
일자리 유관기관, 시민단체, 일반시민 대상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사업의 취
지를 설명하고 창업단을 발굴하고 있다.

여성일자리 ‘모다들엉 공동체 창업’으로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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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설명회)

이러한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 시행된 일자리, 창업 반에
참여했던 3팀, 생활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던 3팀, 문
화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수강한 3팀, 지역에서 스스로 모여서 공동체를 고
민하면서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을 진행했던 3팀, 읍면 마을에서 마을모임을 하고
있던 2팀, 직장이 문을 닫아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모여서 참여를 하는 팀 등
3년 동안 18개 팀이 신청하였고 그 중 12개 팀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대면심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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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선정된 팀 내용>
- 2016년 창업 팀
창업자(팀명)

인원

창업아이템

찬드림열린식탁협동조합

13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N-GMO, 유기농, 친환경,
로컬푸드 등으로 만든 반찬을 판매하는 반찬가게

제주참부모교육협동조합

26

서귀포시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영어교육 한계 극복을
위해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진행하는 돌봄 교육

공정여행기획자 협동조합 위드

8

공정여행교육가 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이 공정여행 상품 판매
및 지역연계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무조리실 협동조합

5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펼치는 이들이 모여 수제도시락 판매와
식생활교육 워크숍을 진행

창업자(팀명)

인원

창업아이템

꽃마리협동조합

5

화장품 회사의 폐업으로 직원들이 구성하여 제주산 천연화장
품, 비누 제작 판매

꿈꾸는제주여성협동조합

8

자격증 교육을 받으면서 만난 여성들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감귤, 축산, 양봉, 꿀따기 등 농장체험 및 제주 문화·생태 체
험 매칭사업

미녀네협동조합

5

이주민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한국 전통주 및 제주 전통주 개
인 양조장 및 비스트로

하례리감귤점빵협동조합

6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들이 감귤을 활용한 건강한 빵 감귤상
외떡 개발 및 판매

- 2017년 창업팀

여성일자리 ‘모다들엉 공동체 창업’으로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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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창업팀
창업자(팀명)

인원

창업아이템

제주캘리문화연구소

5

캘리그라피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이 모여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제주 감성디자인 상품 제작 및 판매

JM교육협동조합

6

창업교육프로그램을 받은 여성들이 서귀포지역의 정보화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한 창조 융합형 SW(코딩) 교육을 제공

전래놀이

7

5060 동아리 사업과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모인 여성들이
전래놀이지도사 양성, 교구 제작, 판매, 체험놀이마당을 통해
전래놀이 보급

인문 놀이

5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받은 엄마들이 모여 제주 인문학을 바
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
램을 연구 개발, 교구 제작 판매 및 강사 양성

2단계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협약 체결 후 공동체 창업과정 교육훈련이 진행된다.
교육은 사회적경제와 여성공동체 창업의 역할과 미션에 대한 이해와 자기 팀
의 비즈니스를 보다 명확하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팀은 공동체 창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간의 논의와 신뢰를 구축하는 창업 의지를 강화한다.

(사회적경제의 이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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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동교육을 마친 창업팀들은 경영, 기획, 회계, 법무, 마케팅, 소셜미
션, 비즈니스모델 점검, 협동조합 설립 등 창업 팀별 필요에 의해 맞춤형으로 컨
설팅 멘토,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시간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등 창업설계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창업팀은 팀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창업
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게 된다.

(협동조합 설립 및 노무 교육)

4단계 3단계를 마친 공동체 창업팀들은 협동조합 설립과 기자재 심사 등 창
업비용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창업보육비를 지원받고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창업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품화 개발비 등 창업보육비
로 팀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창업보육비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팀들에게는 사업을 진행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수시로 점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
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일자리 ‘모다들엉 공동체 창업’으로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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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컨설팅)

또한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
업으로 운영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와 연계하여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한다.
2017년 창업팀 중 꽃마리협동조합과 하례리감귤점빵협동조합은 2018년 10
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기업 기반을 구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에 지
정되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지원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등 앞으로도 기업으
로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경
제기업간 협력, 각 지역의 공동체 사업 개발 등과 같은 프로그램과 자원연계를
지원하여 기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사후 지원의 과정으
로 여성공동체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진행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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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제안한 가장 큰 이유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

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취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더라도 청년들과 경쟁을 하는 곳이거나 단순 업무
능력만을 요구하는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대체로 자기만족보다는 생계를 위한
목적 밖에 없는 취업 시장의 취약함, 창업을 하더라도 재산상의 손해로 가정에
서 겪는 곤란함 등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은 시작되었다.
위와 같은 목표를 갖고 지난 3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공동체 창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공동체 창업으로 금전적·심리적 부담 감소’라는 응답이 가장 높
게 나왔다. 이어서 ‘창업을 통한 자존감 회복’, ‘일·가정 양립 가능’, ‘공동의 목표
를 통한 소속감’ 등의 응답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일으키고 창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확인했다.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금전적으로 커다란 지원보다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기다려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회적 노
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다.
이제 시범기간 3년을 마치고 여성 친화 도시 사업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
하게 된다. 지난 3년간의 사업을 잘 평가하고 기획하여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 확산 등 여성친화 도시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여성일자리 ‘모다들엉 공동체 창업’으로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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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노년층을 위한
‘탐나는5060 프로젝트’
홍숙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교육지원부장

제주지역 65세 노인인구가 2017년 기준 93,364명으로 전체인구(678,772명)
의 13.8%를 차지하는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95,367명
으로 근소하지만 더 많은 규모(1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 증가와 베
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 및 노인층 진입에 따른 고령화 문제 발생이 예상되
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2015. 12. 23)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예비노년층의 노후준비 지원 대책을 마
련하고자 민·관 공동 논의를 거쳐 2017년 4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바로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탐나는5060 프로젝트’ -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
(2017~2019)이다. 이 지원계획의 수립배경과 경과, 그리고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먼저 살펴보고 2018년 현재까지의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자 한다.

1

‘탐나는5060 프로젝트’ 정책 수립 배경 및 경과
가. 정책 수립 배경
1) 인구구조의 변화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0년부터 매년 9,000여 명이 노인층으로 진입하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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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회 현상이 대두되면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
가 요구되었으나 기존 정책 사업으로는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기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
들이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일명 ‘낀 세대’라는 삶의 조건
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신체연령의
적용범위도 변화하였다. 즉, 요즘의 60대는 과거의 40대에 해당되는 신체적 조
건을 지니고 있다. 실제 살아가야 할 수명의 연장과 비교적 건강한 상태의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가 큰 과
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예비노년층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생애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년준비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노후준비 지
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서 예비노년
층이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형 일자리, 인생재설계교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시책이 필요함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의 부재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위한 기관은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시니
어클럽,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회와 노인취업지원센터, 경로당 등 다수의 지원
기관이 있다. 이와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시설과 기관은 절대 부족하다.
막상 도움을 청하고자 하여도 안내를 받고 정보를 취득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
이 부재한 것이다. 현재 상태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별다른 지원이 없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5060 베이비부머세대 대상의 지원기
관과 복합공간의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격동기의 주역으로 살아 온 베이
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경륜, 지혜를 되살려 새로운 일을 찾고, 사회공헌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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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확산으로 제주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는 공동의 노
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의 한계
기존 노인정책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앙지원사업의 공
익형(자원봉사형) 노인일자리는 저소득 중심으로 실시함으로써 참여자 제한에 따
른 수요자 충족에 한계가 있었다. 제주에서는 2004년부터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
행된 저소득 노인 등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공익형, 취업·창업형 사업
과 2007년부터 도비 자체사업으로 시행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근로능력
이 있는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도 노인회의 광역취업지원센
터를 통한 60세 이상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알선·취업관리사업이 추진되었다.
구 분

지원대상

활동비

사업내용

비고

공익형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27만원
(월 30시간 이내)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
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자원
봉사

시장형
사업단

만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1인당 연210만원 지원
(수익창출에 따른 인건비 지급)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주정차질서 계도 등)

근로

인력
파견형

만60세이상

1인당 연15만원 지원
(수요처에서 임금 지원)

관련 업무 능력 있는 대상을
해당 수요처에 연계

근로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재취업·창업 등 고용안정 및 취
업촉진이 추진되고 있으나 참여자의 사회참여 요구 반영을 비롯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정책이 미흡하다. 또 각 사업별 수행기관이 다양하고 전달체계별 연
계성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참여자의 전 경력, 학력,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신중년의 인생설계
와 일자리·창업·창직 지원, 여가·문화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해 노후를 준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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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추진 경과
1) 국내외 사례조사
‘탐나는5060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은퇴 인력 사회공헌 일자리 국내
외 사례조사를 하였다. 국외 사례는 2016년 8월에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와 NPO
활동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와 같은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를 위하여 실버인재센터(노인일자리), NPO(지역문제해
결)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였다.
국내사례는 2016년 8월~9월에 서울의 50+재단, 부산의 장노년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은퇴 이후 50+ 장노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별도 조례 제정,
전담 재단 및 센터 설립·운영 상황을 확인하였다. 50+재단은 일, 배움, 복지 복
합공간인 50+캠퍼스 운영, 장년층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활동지원,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등의 역할을 맡아 서울의 전문적
인 싱크탱크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제
주지역에서의 베이비부머 5060세대를 위한 정책 지원체계를 모색할 수 있었다.
2) 다양한 의견수렴과 계획 수립
제주지역의 예비노년층 일자리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일자리 수행기관, 학
계, 은퇴자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구성 및 노인일자리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네트워크 구축과 추진과제 발굴로 시작되었다. 주로 예비노년층 등의 일자
리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적합한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2016
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관기관 간담회 1회, 워킹그룹 회의 3회, 자문위원회가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노후준비 욕구조사가 2016년 10월부터 12월에 걸
쳐 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일자리, 건강, 재무, 여가활
동, 문화에 대한 욕구 및 준비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예비노년층 일자리 도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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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 공모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어 취·창업교육, 재능·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방안 등 23건을 제안 받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초안을 워킹그룹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실행가
능 추진과제로 구체화하고 제주형 5060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안을 2016
년 12월 30일에 수립하였다. 이후 2017년 1월 26일에 ‘탐나는5060 프로젝트’
도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공론화 과정을 마련하였고, 2017년 2월에서 3월까
지 사업수행 및 협력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탐나는5060 프로젝트(안)’을 수
정·확정하게 되었다.

2

‘탐나는5060 프로젝트’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
가. 추진전략
‘탐나는5060 프로젝트’는 제주지역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비노년층 사회공헌형 중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 추
진을 위한 재정 투입은 국비사업에 우선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협
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우선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마련하여 2017년에는 공감대 형성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18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확산·발전의 시기로 삼았다.
사업 비전으로 ‘행복’과 ‘활기찬’ 새로운 노년문화 창조를 내걸었다. 수요자 중
심의 만족과 새로운 삶의 시작 및 지속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노년층 사회활동 모델 개발 및 지원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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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행복 + 활기찬 新 노년문화 창조”

목표

예비노년층 사회활동 모델 개발 및 지원기반 구축

추진전략은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 생애 재
설계 교육 문화, 노후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4가지로 설정하였다. 각 전략별
접근성이 쉬운 지역 내 관계기관이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
및
과제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

생애 재설계
교육 문화

노후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1. 예비노년층 인턴 등 취업지원
2. 공동체형성 일자리 개발 시범 사업
3. JEJU 농촌 인력은행
4. 제주형 고령자친화기업 육성
5. 민간기업 연계 구구날 구인ㆍ구직의 날
6. 은퇴자 취ㆍ창업 지원

1. 공동체 씨앗 동아리 활성화
2. 사회공헌 복지활동가 육성
3. 5060 고령친화정책 모니터링단
4. 제주올레 그린 리더활동
5. 제주공동체 문화 활동가 육성
6.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 운영

1.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ㆍ운영
2. 퇴직자 마음건강 프로그램
3. 노후준비 교육 강화
1. 예비노년층 노후지원 조례 제정
2. 예비노년층 노후준비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3. 노후생활지원 전담 기구 확충
4. 5060 종합포털 구축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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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 추진과제
‘탐나는5060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과제는 4개 분야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전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① 예비노년층 인턴 등 취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체에서 예비노년층 고용시 인
턴취업 인건비 또는 시설·재료비 등 간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장려하
는 문화를 조성한다.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하여 장노년층의 중
소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② 공동체형성 일자리 개발 시범사업은 마을공동체 스토리텔러 ‘동네삼춘’ 육
성과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사업 모델 개발, 그리고 클린하우스키퍼 공동체사
업 모델 개발로 구성하였다. 마을주민이 공동체를 형성, 마을자원의 발굴·상품
화·판매를 비롯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
색하는 사업이다.
③ JEJU 농촌 인력은행은 감귤수확기 등 농번기 인력확보가 필요한 농가에
상시적으로 노인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농작업반을 운영한다. 농가 수
요조사 및 노인인력 모집·사전교육·배치·사후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알
선을 제공한다.
④ 제주형 고령자친화기업 육성은 제주지역에 적합한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이 높고 지속성을 지닌 노인일자리를 창출
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제주특산물 활용사업)을 고
령자친화기업으로 전환 운영한다.
⑤ 베이비부머 세대 재취업 등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소
규모 현장 면접의 장을 마련한다. 우수 중소기업 등 참여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

90

제주형일자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기술 향상 및 자기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⑥ 은퇴자 취·창업 지원은 은퇴자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과 은퇴설계
박람회로 구성하였다. 은퇴 이후 빈곤 등 고령화 문제를 당사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설계를 위한 분야별 노후 준비 프로그램과 창업(재취업) 지원을 위한
성공적인 창업전략·스킬 제공 및 성공(실패) 사례 등 설명회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2)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
① 공동체 씨앗동아리 활성화는 노후여가 및 취미활동, 마을발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동아리를 구성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생산적 노후 준비를 위한 토
대를 마련하게 한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상품개발 등 소득창출 및 마을공동
체 회복을 도모한다.
② 사회공헌 복지활동가 육성은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과 인생재설계 컨
설턴트로 구성하였다. 고학력 및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
식과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 적극 활용한다. 회계 처리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시설 등에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복지시설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돕고 은퇴자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생 후반기 설계를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양성하여 종합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게 한다.
③ 5060 고령친화 모니터링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분야별 과제에 대
한 지속적 관찰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수혜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마련한다. 고령친화체감도 파악과 정책욕구조사 등 모니터링 제안사항에 대하
여 고령화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④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제주올레 및 해안가
등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해 상시 청소인력의 확보를 파트타임으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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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육성은 제주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후세대에 전수
하기 위하여 5060세대를 활동가로 육성, 청소년 대상 교육 및 각종 축제행사시
보급 확산한다.
⑥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능나눔 또는 프로보노
(pro bono) 장려 및 확산을 위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관광·환경·사회복지 등 분
야별 5060 전문자원활동 사업단을 조직하여 지원한다.
3) 생애 재설계 교육 문화
① 베이비부머 세대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
인취업교육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한다. 제주지역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② 퇴직자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에 따른 심리적 안
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읍·면 등 마을 주민
대상, 기업·기관 은퇴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서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우울
증 위험자의 경우 장기·집중 관리한다.
③ 노후준비 교육 강화는 생애전환기 인생 재설계·새일찾기 학교와 노후 준비
재무설계 교육, 장년나침반 생애설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베이비부머 세
대의 후반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 이해와 인생비전 수
립을 위한 인생 재설계·새일찾기 교육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인문학, 생활적응
교육, 직업준비교육, 사회참여(재능기부) 등 인생설계 및 실행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노후 준비 관련 교육기회가 부족한 예비노년층을 위한 도
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력관리 교육기회가 적은 장년층 근로자를 위한 재직
중의 경력설계 및 퇴직 후의 경력대안 개발을 통한 노후준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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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후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① 예비노년층 노후지원 조례 제정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 및 2020
년부터 노인층 진입으로 인한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 발생에 예
방하기 위해 예비노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의 마련이다.
② 예비노년층 노후준비지원위원회 구성·운영은 예비노년층에 대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인생재설계 교육, 취업 등 종합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③ 노후생활지원 전담 기구 확충은 예비노년층 노후생활지원센터 설치(민간)
와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전담조직 신설(행정)로 구성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시기를 맞이함에 따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예비노년층
종합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예비노년층 일자리를
기반으로 사회참여, 여가문화, 평생교육 등 상담부터 사업지원까지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도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 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통해 장노년층에 대해 안정
적 노후 준비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교육문화 활동 등을 상시·지속적으
로 지원한다.
④ 5060 종합포털 구축 및 홍보강화는 온라인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추진된다. 급속한 고
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과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후준비 정책
을 널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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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5060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현안 과제
가. 추진현황
‘탐나는5060 프로젝트’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서 7월 이후 준비과

정을 거쳐 9월부터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제주에 사는 5060세대의 성공적 은퇴
와 활기찬 노후”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4개의 추진전략별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사업예산은 2017년 12억8,700만원, 2018년 12억5,400만원으로 2년간 총 25
억4,100만원이었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2,670명이 참여하였다.
사업 추진은 지역관련 기관의 고유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분담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워킹그룹 중심으로 추진된 ‘탐나
는5060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특성이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이어서 적
용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50+재단’을 설립하여 서부, 중부, 남부캠퍼스를 두어 서울시의 주요정책을
전담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주의 ‘탐나는5060 프로젝트’는 국가직접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도
비와 통합한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지역내외의 물적·인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
용하고자 하였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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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5060 프로젝트 추진실적 (2017. 9.~2018. 8월말 현재)
26개 사업, 예산 총액 7,482백만원(국비 1,157백만원 / 도비 6,325백만원 )

구분

사 업 명
합

계

1. 예비노년층 인턴 등 취업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2. 공동체형성 일자리개 발 시범 사업
① 마을공동체 스토리텔러 ‘동네삼춘’
육성
(국가직접지원사업)
경제적
자립
3. JEJU 농촌 인력은행

사회
공헌
활동
( 6/7 )

12,676명

추진실적
2018.1.~8.
8,324명

한국노인인력개
발원

제주시니어클럽

23명

1개소/10명

4,352명
89명

1개소/38명

대한노인회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197명

31명

서귀포시니어클럽,
느영나영 복지공
동체

1개소/40명

1개소/5명

5. 민간기업연계 구구날 구인ㆍ구직의 날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391명(면담)/
20명(취업)

30명 취업

6.은퇴자 취ㆍ창업 지원
② 은퇴설계 박람회(탐나는5060만남
의 광장)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2회/1,500
명

1. 공동체 씨앗 동아리 활성화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6개팀/60명

10개팀/100명

2. 사회공헌 복지활동가 육성
①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

대한노인회도연
합회 광역취업지
원센터

33명

33명

3. 5060 고령친화정책 모니터링단

제주고령사회연
구센터

30명

30명

제주올레

23명

20명

5. 제주공동체 문화 활동가 육성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36명

28명

6.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 운영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91명

68명

일자리
4. 제주형 고령자친화기업 육성
창출
(국가직접지원사업)
( 6/9 )

공유
가치
창출

추진기관
2017. 9.~12.

4.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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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애
재설
계

사 업 명
1.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ㆍ운영
(국가직접지원사업)
2. 퇴직자 마음건강 프로그램

추진기관
2017. 9.~12.

추진실적
2018.1.~8.

느영나영복지공
동체

160명

78명

-

-

-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40명

150명

3. 노후준비 교육 강화
① 생애전환기 인생재설계ㆍ새일
찾기학교

교육
문화
( 3/5 )

② 노후준비 및 재무설계 교육

국민연금공단

100회/4,960명

88회/2,874명

제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20회/730회

17회/778명

1. 예비노년층 노후지원 조례 제정

-

‘17.8월 제정

-

2. 노후준비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

‘17.5월 구성

-

③ 장년나침반 생애설계 프로그램

노후
준비 3. 노후생활지원 전담 기구 확충
지원
① 예비노년층 노후생활지원센터
시스템
설치(민간)
구축
② 예비노년층 노후준비지원 전담
( 4/5 )
조직 신설(행정)
4. 5060 종합포털 구축 및 홍보강화

-

-

-

-

1개소

-

-

-

‘18.8월 신설

-

2식

-

1)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과제는 국가직접자원사업과 연계를 우선
적용하였고, 예비노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인력은행, 일자리개발 시범사업, 고
령친화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또 구인·구직의 날을 운영하고 은퇴설
계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예비노년층 인턴 등 취업 지원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과 공동으로 도내 사업체와 협력하는 기업연계형 시니어인턴십에 112명이 참
여하였다.
공동체형성 일자리 개발시범사업은 마을공동체스토리텔러 ‘동네삼춘’ 육성사
업을 제주시니어클럽이 제주어지킴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주로 제주어 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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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 활동, 그리고 제주어 동화구연 등을 중심으로 48명이 지역아동센터와 보
육기관, 체험관광지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JEJU 농촌 인력은행은 대한노인회도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에서 제주 밭작물
수확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인력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228명이 참여하였다.
제주형 고령자친화기업 육성은 서귀포시니어클럽에서 청소용역 전문 ㈜말끄
미사업단 운영, 느영나영 복지공동체에서 오메기떡·과일모찌떡 만들기 체험과
떡카페 운영 중심의 ㈜오메기찬떡을 개소하여 45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기업 연계 구구날 구인·구직의 날은 제주시니어클럽과 서귀포시니어클럽
에서 ‘탐나는5060’ 구구날을 개최, 421명이 참여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50명이
재취업되었다.
은퇴설계 박람회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관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
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만남, 릴레이 특강 등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은퇴설계 박람회로 ‘탐나는5060 인생설계 만남의 광장’을 개최하였다.
2017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개최하여 1,500명이 참여하였다
2)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추진과제는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
활동가 육성을 비롯하여 정책 모니터링단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역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세대소통 활동, 전문자원활동과 재능나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공동체 씨앗동아리 활성화는 2018년부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전담
하였다. 동아리별 교육과정을 통한 자조모임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향후
시장형사업단과 연계한 수익창출, 사회적 기업 확대와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과제로 16개팀 160명이 참여하였다.
사회공헌 복지활동가 육성의 일환으로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은 대한노
인회도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에서 경로당 회계 및 장부정리 등 행정업무를 지
원하는 과제로 66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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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고령친화정책 모니터링단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관공서와 노인여
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도내 노인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60명이 참여하였다.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은 제주올레에서 제주올레 탐방로 유지보수와 환경정
화,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활동으로 43명이 참여하였다.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기관 등에서 제주고유 공동체 문화를 후세대에 전수하기 위
하여 5060세대를 활동가로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이에 64명이 참여하였다.
5060 재능나눔해피콜센터는 사업초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다 2018년부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전담하였다. 전문기술을 지
니고 있거나 고학력인 은퇴자들의 재능을 살려 교육상담활동, 공동체 활동, 기
술기능활동, 문화예술활동, 캠페인활동 분야별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기관
에서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여 159명이 참여하였다.
3) 생애 재설계 교육문화
생애 재설계 교육문화 추진과제는 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과 인생학교 개설,
노후 준비와 재무설계 교육, 생애설계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느영나영 복지공동체
에서 전문기술 및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확대하고자 추진되었
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와 취업자의 욕구파악 및 상
담-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여 238명이 참여하였다.
생애전환기 인생 재설계·새일찾기 학교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담당
하여 ‘탐나는5060 인생학교’ 개설로, 인생재설계 과정과 내 일 준비와 내 일 찾
기 과정 등 세부과제별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하여 190명이 참여하였다. 내 일 준
비는 가치와 자세,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중년 세대를 위한 커리어트레이
닝, DISC를 이용한 나와 타인의 이해,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행복, 나와 가족,
이웃의 삶을 담아내는 글쓰기 과정이 마련되었다. 또 내 일 찾기는 정보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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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함양을 위해 공유경제비지니스 집중탐구, 나도 강사, 도전하기 등이 전문교
육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노후준비 및 재무설계 교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진행하여 188회 7,834
명이 참여하였고, 장년나침반 생애설계 프로그램은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에서 진행하여 37회 1,508명이 참여하였다.
4) 노후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노후준비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는 예비노년층 노후지원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전담 기구 확충 및 홍보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예비노년층을 위한 노후지원 조례는 2017년 8월에 제정되었고, 노후준비지원
위원회가 2017년 5월에 구성되었다. 또한 노후준비지원 전담 행정조직은 기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전담 과단위로 ‘노인장수복지과’가 2018년 8월에 신설
되었다. 예비노년층 노후생활지원센터 설치는 민선7기 공약 실천과제로 확정되
어 2020년에 설치될 예정이다.

나. 현안 과제
첫번째는 무엇보다 ‘탐나는5060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재정확보
의 문제다. 사업이 초기단계임에 따라 신규예산으로 재정을 확보하는데 항상 어
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근소한 차이지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전제하여 검
토하여야 한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 가장 격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뿐
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원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공동체
의 주역으로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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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예비노년층 노후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문제다. 2020년에 설치가 예
정되어 있는바, 기존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체계를 분석하여 부족하거나 빠져 있
는 역할들을 어떻게 보완하여 추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기반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성을 지닌 제
주의 사업체계는 기존 유관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방식이라
는 점에서 행정적·재정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탐나는5060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자체 고유 업무를 갖고
있어 프로젝트 업무는 별도의 추가 업무로 사업추진 수행 인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탐나는5060 프로젝트’가 통합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설치되
는 노후생활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른 참여 기회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진전
략의 모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노후생활지원센터가 담당해야할 기능과 역할
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제주 현안 및 미래 사회에 대비한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요구의 다양화뿐
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등장한다. 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생애 전환기를 맞은 도민 개개인의 교육 수요
에 부응한 단계별 심화 프로그램 개발이 따라야 한다.
네번째는 제주지역 예비노년층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중
요성을 확산하고 달라진 생애주기에 대비하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인
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이는 당사자인 베이비부머 세대만
의 문제를 넘어서 전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세대 간
의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
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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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특집
70주년

1

4·3 7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와 과제
- 김용철

4ㆍ3 7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와 과제
김용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지방학예연구사

1

머리말
2018년 2월 동백꽃 배지가 4·3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배우 정

우성이 JIBS방송에서 ‘4·3’을 언급했기 때문이었다. “4·3은 제주만의 것이 아니
라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누구나 그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 … 실태를 명확히 알
고 …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그의 가
슴에는 동백꽃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후 전국에서 4·3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다. 이즈음 ‘4·3은 대한민국의
역사’ 캠페인도 함께 시작되었다. 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원희룡 도지
사,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7인1)
이 함께 서명식을 열면서 시작된 캠페인은 2018년 상반기에 재일제주인 작가 김
석범 등 43인이 참가하면서 4·3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2)
1) 이
 자리에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조훈 제
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서명하였다.
2) 캠
 페인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주선·유승민 바른미래
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광역
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김의성, 안성기, 문소리, 김혜수 등 배우와 가
수 이승환 등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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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인기리에 방송되던 JTBC ‘효리네 민박 2’에 ‘북촌 너븐숭이 4·3기
념관’을 찾고 추모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 또한 4·3 70주년을 맞아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듯 2018년은 4·3 70주년이 되는 해임을 널리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동백꽃 달기 캠페인

2

4·3 70주년의 목표
1) 4·3해결의 과정
제주에서 4·3을 설명하면서 쓰는 문구가 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 등이다.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아픔이 잊혀지지 않는 사건, 그 시간만큼 무겁게 제주 사람
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건이다. 물론 이승만 정부 수립부터 한국전쟁기까
지 전국적으로 집단학살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지에 비하면 좁은 ‘섬’에서 일어났던 막대한
인적·물적피해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쉽게 치유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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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람들이 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4·3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서울에서 1978년 10월 제주 출신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이 『창
작과 비평』을 통해서 발표되었고, 제주에서도 1980년대 초부터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때는 4·3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조
사하지는 못하였고 ‘제주도 방언 연구’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87년 6월, 전국을 뒤흔든 ‘6월 항쟁’은 4·3사건 진상규명의 역사에
서도 큰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열기는 제주에서도 이어졌고, 제
주 사람들은 그 열기를 모아 1989년 4월 3일 제1회 4·3추모제를 제주시민회관
에서 개최하였다. 1989년 5월 10일에는 제주4·3연구소(초대 소장 현기영)가 발
족하여 오늘날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당시 제주의 유일한 일간지였던
제주신문은 4월 3일부터 ‘4·3의 증언’ 연재를 시작하여 제주 사람들의 4·3의 기
억을 모아 나갔다.3) 1990년 9월 22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원동마
을 위령굿’이 열렸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4·3희생자를 추모한 첫
사례였다. 이즈음 유족회 단체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주 사람들의 노력은 1993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설치로 이어
져 제도권에서도 4·3해결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1994년 2월에
는 제주도의회가 ‘4·3피해 신고실’을 개설하여 4·3희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였고, 1만4,125명의 피해자를 수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4) 이와 같은 제주에
서의 4·3해결 노력의 성과는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후 정부는 20여 년 동안 6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를 받았
다.5) 2013년 완료된 5차까지의 심사 결과는 희생자 1만4,233명, 유족 5만9,427
3) 이 증언은 1999년 8월 제민일보에서 마무리되었다.
4) 이 때 신고된 피해자 수는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신고의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5) 마
 지막 6차 신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 중이다. 2018년 11월 30일 현재 희생자
251명, 유족 1만6,512명이 신고되어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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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 당시 제주도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5% 정도가 희생당한 것
이었다.6) 100명 이상이 희생된 법정리도 48개로 조사되었다7). 해안에서 4㎞ 이
상 떨어진 한라산 중산간 마을은 모두 불태워졌고, 100여개 이상의 자연마을이
다시 복구되지 않고 흔적만 남아 있는 이른바 ‘잃어버린 마을’로 보고되고 있다.
2003년 제주4·3평화공원 기공식을 시작으로 1단계(2004년) 위령제단, 2단
계(2008년) 제주4·3평화기념관, 3단계(2017년) 제주4·3평화교육센터, 4·3어
린이체험관이 차례로 조성되었다. 2008년에는 제주4·3평화재단이 설립되어 현
재 제주4·3평화공원 운영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에는 4월
3일이 ‘4·3희생자 추념일’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
는 ‘지방공휴일’8)로 지정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4·3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4·3 70주년의 목표
2017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설문조사를 하였다.9) 그 결과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의 ‘4·3정의’10)에 대해 보통·긍정 이상 의견이 84.2%였고, ‘4·3

6) 2
 003년 확정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2만에서 3만 여 명, 약 10%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실제 신고접수 결과 결정된 인원을 토대로 하였다.
7) 법
 정리는 법률로 정하여진 리(마을)로 지번의 기준이 된다. 당시 제주도는 추자면(5개리)을 포함하여 2개 군,
1읍 12면 170개 법정리가 있었는데, 그 중 (4·3희생자 신고 결과만 보더라도) 48개 법정리에서 100명 이상
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8) 지
 방공휴일은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제도였으나, 제주도가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지
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2018. 7. 10. 대통령령)하여 인정하게 된 제도이다.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
휴일 지정은 2017년 12월 4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손유원 의원이 대표 발
의하여 본격 추진된 것이었다.
9) 제
 주도 거주 19세 이상 남녀 809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지에 따른 1대 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
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44%였다. 조사기관은 리서치플러스였다.
10) 1
 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
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
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
들이 희생당한 사건(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36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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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양민학살이 72.1%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주 사람들이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같은 시기 제주4·3평화재단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다.11) 그 결과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을 알고 있다는 답변이 68.1%로
나왔다. 같은 문항에서 광주5·18민주화운동은 99%, 노근리 학살사건은 75.7%
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여순사건 63.9%, 보도연맹사건 46.3%, 대구 10.1
사건 36.4%가 알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 설문조사 결과들은 ‘4·3의 전국화·세계화’를 4·3 70주년의 목표로 설정하
게 하였다. ‘4·3의 전국화·세계화’는 4·3 해결과정의 오랜 화두였으나 오랫동안
구호에만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4·3사건은 과거사 사건의 하나로 분류된다. 1990년을 전후하여 세계적으로
과거사 사건 청산(정리)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사 사건의 해
결을 위한’ 준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과거사 사건의 가장 좋은 해결방
안은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신체적·물질적 원상회복, 그러나 이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상회복에 가까운 형태로 해결을 모색하였다. 그 중
광주5·18민주화운동의 해결과정은 모범적 사례의 하나로 평가된다. 광주 사례
에 따르면 진상규명, 가해자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기념사업 등이 과거사 해
결의 원칙 또는 준거로 제시되었다. 물론 과거사 정리의 방법은 나라마다 사건
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주5·18민주화운동의 해결과정이 모범적 사례
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4·3사건의 해결 성과를 광주의 원칙에 적용하면, 크
게 2가지가 부족하다. 가해자 처벌과 배·보상이다. 4·3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제주의 기관·단체들이 4·3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리를 함께

11) 전
 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하였으며, 표본오차 ±3.1%, 신뢰
수준 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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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목표를 공유하였다. “4·3의 역사적 교훈인 평화와 인권의 정신을 세계로 확
장시키는 … 지방공휴일 제정, … 미래세대에 공유 … 교육 … 4·3의 역사를 국내
다크투어의 대표적인 곳으로 만들어 …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수형인
에 대한 명예회복문제 등 … 10년 후면 4·3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
위 내용은 2017년 9월 5일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공동선
언문에서 언급된 것으로 4·3 70주년의 목표였다. 이를 정리하면 4·3해결의 성
과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지역적으로 제주를 넘어 국내외에 알
리고, 세대를 넘어 미경험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12)

3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체
1)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2016년 6월 ‘4·3 제70주년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13)

이 기획위원회는 같은 해 12월까지 회의 8회, 토론회 7회, 4·3단체 의견 수렴 1
회 등을 실시하여 ‘제주4·3 제70주년 정책과제 및 사업제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서에 따르면, 4·3 70주년은 4·3의 대전환점으로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4·3
완전해결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이념적 논쟁을
극복하고 포용과 화해, 화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를 위해 피해자 배보상, 미국의 책임 사과, 수형인 명예회복, 4·3정명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제안들은 이

12) 이 외에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 ‘4·3의 자리매김과 정명’ 등도 제기되었다.
13) 2
 016년 6월 구성되어 12월까지 운영되었다. 위원은 박명림(연세대 교수), 박찬식(제주학연구센터장), 성경
륭(한림대 교수), 송재호(제주대 교수), 안경환(전 국가인권위원장), 양조훈(전 제주도환경경제부지사), 임
문철(4·3위원회 위원, 신부), 최종건(연세대 교수) 등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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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대부분 기념사업에 반영되어 구체화되었다.

2)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2016년 여름 4·3희생자유족회,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등을 중
심으로 제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사전 논의를 토대로
‘4·3관련 단체 연석회의’가 구성되어 2016년 11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
였다. 연석회의는 뒤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기념사업위원
회’)로 확대되어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14)
기념사업위원회는 2017년 3월 1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
였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 4·3을 폄훼하는 세력들의 준동이
여전 … 교과서의 4·3 내용마저 축소하고 왜곡 …” 등 아직은 “… 제주4·3의 진
실과 명예회복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 희생자에 대한 구
체적인 배상 … 가해자의 범죄 사실 기록과 공표, … 서훈의 취소 … 미국의 책
임 …” 등을 통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하였다.

2017년 3월 1일 관덕정 앞,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

14)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
주본부, 강정마을회, 재일본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도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
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YMCA, 제주대학교 총
학생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센터 등 도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등 108개 단
체가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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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위원회의 제안은 70주년 기념사업으로 구체화되었는데, 미국의 책임
제기는 2018년 10월 31일 10만9,996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주한미국대사
관에 전달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10월 17일 미대사관
앞에서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UN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 선
포식 이후 1년여 간의 성과로 전달된 것이다.15)

서명지를 전달하는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정연순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희생자의 배보상 문제는 2017년 12월 17일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
되어 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기념사업위원회에는 원희룡 도지사, 故 신관홍 전 도의장, 이석문 교육감 등
도내 주요 기관 대표들이 명예위원장으로 참가하였다.

3)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서울에서도 2016년부터 ‘서울사는 제주사름’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시민사
회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후에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

15) 서
 명은 온라인 서명, 각종 행사와 거리 서명, 4·3평화기념관 방문객 서명, 단체별 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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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하 ‘범국민위원회’)’로 공식 출범한다.
2017년 4월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제주
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 등 제주도 참가자를 포함하여 200여명이 모였다. 이
날 범국민위원회는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출범하며 국민에게 드
리는 글”을 통해 4·3해결이 진전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음을 지적
하였다. 피해 구제, 가해 책임자 단죄, 미국의 책임 규명의 부족을 지적하고, 고
령화된 4·3체험자에 대한 배려,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승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4·3의 정의로운 청산과 자리매김(정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범
함을 명백히 하였다.

2017년 4월 8일범국민위원회 출범식

그리고 범국민위원회는 ‘4370 신문’을 발간하였는데, 제1호(2018년 1월 발
간)에서 ‘10대 요구와 과제’를 게재하여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16)

16) 이
 ‘10대 요구와 과제’는 기념사업위원회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범국민위원회와 기념사업위원회의 공동의
목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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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요구와 과제
1.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실시
2. 희생자와 유족, 공동체의 피해회복 제도화
3. 불법재판 수형인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법제화
4. 유적지 보존관리 체계화
5.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6.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7. 4·3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8. 4·3왜곡방지 및 명예훼손 처벌 법제화
9. 미국의 책임에 대한 규명과 국제적 해결방안 추진
10. 4·3의 제 이름 찾기(정명)

이후 범국민위원회는 4·3전국화의 대표적인 기념사업으로 평가되는 ‘광화문
4·3문화제’17)를 개최함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4) 4·3 70주년 기념사업 준비 TF
4·3 70주년을 준비하는 단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도 움직임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는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은 민과 관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4·3해결의
과정에서 민과 관이 서로 존중하고 보완하면서 함께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다. 2016년 11월 처음 협의을 시작하였고 12월 29일 공식적으로 ‘4·3 70주년
기념사업 준비 TF(팀장 4·3지원담당)’를 구성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하였다.
‘4·3 70주년 기념사업 준비 TF’는 행정안전부(제주4·3사건처리과), 제주특별
자치도(4·3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3평화
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기념사업위원회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었다.
2016년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8월 10일까지 11회의 회의를
17) 주관단체인 범국민위원회의 행사명은 ‘제주4·3항쟁 제70주년 광화문 문화제’였다.

4·3 7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와 과제

111

진행하였으며 7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사업내용과 예산 등을 협
의하였다.

4

2018년 4·3 70주년의 해 주요 행사들18)
1)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19)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4·3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행

사로 개최되었다.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개최된 추념식에는
도내외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여 희생자를 추모하였다.
올해 추념식은 예년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유족을 위로함으
로써 도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식장 뒤쪽에 있는
‘4·3행방불명인 표석’으로 입장하여 현장에서 4·3행방불명 희생자를 추모하던
유족들을 위로하였다. 추념식장의 대통령 좌석 주위에 4·3희생자 중 생존자(수
형인, 후유장애인)와 고령 유족 100분의 좌석을 배치하여 배려하였고, 현기영
작가의 4·3글 낭송과 가수 루시드폴의 합동 공연, 방송인 이효리의 추모시 낭송,
가수 이은미의 추모 노래 등이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4·3해결에 헌신했던 현기영 작가, 김석범 작
가, 이산하 시인, 강요배 화백, 조성봉 감독, 오멸 감독, 임흥순 감독, 김동만 감
독, 김경률 감독, 안치환 가수 등을 일일이 거명하여 감사를 표했고, 배·보상 등
유족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제주에 봄이 오고 있
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추념사를 마무리하였다.

18) 이 장에서는 2018년 추진되었던 사업(행사)중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는 것을 위주로 소개하겠다.
19) 4
 ·3희생자 추념식은 매년 4월 3일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개최된다. 보통은 1만여 명의 유족과 도민들
이 참석해서 추모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재일제주인유족과 관심 있는 일본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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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은 날씨도 화창하였고20) 12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참석자
들에게는 평소의 추념식보다 더 많은 위로가 되었던 날이었다.
또한 행사시설 면에서도 분향대 뒤에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여 영상을 활
용함으로써 예년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추념식 후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 150분을 오찬에 초청하여 다시 위로의 장을 마련하였다.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2) 4·3문화예술대전과 전야제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은 오랜 기간 예술적 방식으로 4·3희생자를 추모하였다.
올해 행사는 ‘2018 4·3 70주년 기념 문화예술대전 : 기억투쟁 70년을 고함’이라
는 제목으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을 중심으로 개최되었
다. 25회를 맞는 ‘4·3문화예술축전’, 전야제, 청소년 4·3문화예술 한마당 ‘우리
의 4·3은 푸르다’, 뮤직토크콘서트 ‘4·3 칠십년의 기억’, 초청공연 ‘사월굿 헛묘/
한아름 들꽃으로 살아/4통 3반 복층사건’, 4·3기록 사진전 등이 포함되었다. 문
화예술대전은 오늘의 다채로운 4·3문화예술을 꽃피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4월 2일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린 전야제 ‘기억 속에 피는 평화의 꽃’에는 정

20) 경험으로 볼 때 3년 중 2년은 추념식 날씨가 좋지 않아 참석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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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춘, 재일동포 가수 이정미, 박보, 혼비무용단 등이 참가하였으며, 유족과 도민
도 객석을 꽉 채워 4·3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다시금 보여 주었다.

전야제

3) 광화문 4·3문화제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4·3특별기획전
올해 추진된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 광화문 광장
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렸으며 기념사업위원회와 범국민위원회가 주최
하였다. 서울시민들과 전 국민이 4·3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
가가 많았던 의미있는 행사였다.
세부적으로는 분향소가 설치21)되어 주요 정당 대표, 서울시장 등이 참배하였
고, 4·3관련 전시 부스, 책자 소개 부스 등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3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4·3 이젠 우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4·3진상규명의 역사와 4·3예술, 체험자 증언, 사진 등을 전
시하여 4·3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1) 분
 향소는 서울 외에도 19개 도시에 설치되어 전 국민이 추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창원에 설치
된 분향소가 훼손되는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4·3희생자 추모와 4·3알리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매년 전국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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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3 70주년 해원상생큰굿
‘굿’은 4·3희생자를 추모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다. ‘해원상생굿’으로 이
름 붙인 굿은 2002년 ‘다랑쉬 해원상생굿’을 시작으로 매년 4·3학살터에서 열리
고 있다.22) 보통 하루의 굿으로 마감했었던 행사였지만, 올해는 특별히 규모를
확대해서 7일간 집전되었다.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집전된 ‘큰굿’은 ‘제주큰굿보존회’23)가 시연하여 시왕맞
이굿을 집전하였는데 첫날은 초감제를 진행하였고, 둘째날부터는 시왕맞이굿을
거듭하여 집전함으로써 지역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재차로 진행하였다. 세
부적으로는 문열림, 신청궤, 방광침, 차사본풀이, 영가질치기, 영가돌림, 도진
등의 재차를 이행하였다.
이 행사와 더불어 4·3평화재단이 큰굿 현장에 옛날사진관을 설치하여 유족들
의 사진을 찍어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22) 2
 003년부터 2017년까지 북촌리, 화북 곤을동, 표선 백사장, 목시물굴, 빌레못굴, 의귀리, 정뜨르(현 제주
공항), 성산포 터진목, 강정마을, 무등이왓, 제주시 산지 부두, 정방폭포, 노형동, 관덕정 등에서 차례로 개
최되었다. 제주의 유명 관광지가 많이 포함되고 있다.
23) 제
 주큰굿보존회는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단
체로 서순실 심방이 회장이며 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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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족 위로 행사
유족 위로 행사는 오랜 기간 4·3으로 인해 고통 받은 고령의 유족들을 위로하
는 자리로 마련한 것이었다. 3월 24일 오전 11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
서 열린 행사에는 유족 1,000여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김수열 시인, 임서영 방
송인이 사회를 보고 가수 김영임, 혜은이,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과 제주4·3희
생자유족회 평화합창단이 공연에 참가하였다.
현장에서 “나보다 훨씬 굽어버린 내 아들아/젊은 아비 그리는 눈물일랑 그만
접어라/네 가슴 억누르는 천만금 돌덩이/이제 그만 내려놓거라”라고 김수열 시
인의 ‘물에서 온 편지’가 낭송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리고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면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4·3유족으로 구
성된 평화합창단은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 동백꽃의 노래’를 불렀는데 감격
스런 장면이었다. 합창단원들은 노래를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자신들의 아픔도
함께 치유하고 있었다. 유족들은 울고 웃기를 반복하면서 오랜 기간 쌓였던 가
슴의 ‘한(恨)’을 풀어나가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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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국 문학인대회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시 한화리조트에서 ‘제주4·3 70주년 전국문학인
대회’가 열렸다. 전국문학인대회는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데 이번에
는 4·3 70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열린 것이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작가 500여명
이 참석하였다. 세부행사로는 국제문학 심포지엄 ‘동아시아의 문학적 항쟁과 연
대’를 주제로 현기영 작가의 기조강연과 토론, 4·3문학 세미나 ‘역사의 상처, 문
학의 치유’를 주제로 한림화 작가의 기조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꽃
다지, 포크밴드 징검다리, 놀이패 한라산, 최상돈 등의 공연, 전국문학인 제주대
회, 4·3평화공원 기념식수, 이덕구 산전 기행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작
가들의 4·3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앞으로 4·3알리기에 기대가 되는 행사였다.

전국 문학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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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신기자 및 외국인 초청 4·3팸투어
4·3 70주년 기념사업의 또 하나의 목표인 ‘4·3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었다. 국내외 외신기자, 저명한 칼럼니스트, 파워블로거 등이 대상이었다. 3월
부터 11월까지 총 9회, 371명의 외국인이 참가하였다. 이 중 외신기자가 120명
이었다. 아시아 시민사회 캠퍼스 소속 학교에서도 참가하였는데 일본의 게이센
대학, 대만의 세신대학, 태국의 아시아무슬림행동네트워크, 인도네시아 무슬림
대학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을 초청하여 4·3평화공원과 4·3유적지를 탐방하고
4·3체험자의 증언을 듣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함덕, 북촌, 동광, 섯알오름 등의 4·3역사 현장을 답사하고, 4·3을 체험한 마
을의 원로로부터 4·3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외국인들은 이 과정에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뒤에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준 할
머니에게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4ㆍ3역사 기행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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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과제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성급해 보인다.24) 그

러나 현재까지 나온 의견들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4·3전국화의 체감’이라고 하고 싶다.
오랫동안 제주 사람들은 4·3을 가슴 속에 안고 고통스런 삶을 살았다. ‘레드 콤
플렉스’,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25), ‘경제적 어려움’, ‘제주공동체 파괴’ 등이 제
주사회를 짓눌렀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에 와서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
리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면서 ‘4·3의 전국화·세계
화’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4·3의 진실을 제주도 밖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그것이
다시는 ‘4·3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다.26)
올해처럼 4·3의 이야기가 도내외에서 많이 언급된 적은 없는 것 같다. 올 한해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중 많은 부분이 ‘동백꽃 배지’에 대한 것이었다. 도내는 물
론 멀리 강원도 동해에서도 걸려 왔다. 제주시청 앞 거리에서는 청소년들이 참
가하는 동백꽃 배부 행사가 수시로 열렸다. 이런 모습은 서울에서도 예외가 아
니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4·3을 알리는 행사가 개최
되었다.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4·3분향소가 설치되었고, 자전거 홍보단이 제주
에서 광화문까지 5일을 달리면서 4·3 70주년을 알렸다. 제주4·3평화공원 탐방
24) 이 글을 쓰는 시기는 2018년 11월로 4·3 70주년 기념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25) ‘트라우마’라는 말은 최근 몇 년 간 4·3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된 말 중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
에서 ‘트라우마’를 (범국민위원회 ‘10대 요구와 과제’를 제외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이유
가 있다. 그것은 ‘트라우마’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
라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은 2015년 ‘세월호 참사’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들 수 있을 것
이다. 이 참사로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가족들의 트라우마는 미경험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귀착하게 되는 지점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다. 4·3사건의 성격에 맞는 ’트라우마’
치유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26) 우리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 정치적 박해, 디아스포라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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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도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27) 이 과정에는 각종 방송의 역할도 적
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8)
서울 강서구의 마곡중학교를 포함한 강서학생자치연합 학생들은 올 한해 지
속적인 ‘4·3알리기’ 활동을 펼침으로써 ‘4·3전국화’와 ‘세대전승’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특히 마곡중학교 학생 260여명은 4·3희생자를 추모하고 4·3사건의 비
극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손편지를 기념사업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4·3
70주년 기념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직접 배려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다. 그 중
거의 10여년 만에 재개된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 사업은 4구의 유해를 새로
발굴하고, 기존 발굴 유해 중 29구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여 유가족의 ‘한’을 풀
어드린 사업이었다.29) 또한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확대도 큰 성과다. 8월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생존희생자와
희생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였고, 75세 이상 유족에 대한 지
원액도 확대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4·3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7
년 12월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유족회 등 70주년 기념사업 추
진단체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그동안의 4·3 미해결 과제를 거의 담고 있기 때
문이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4·3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4·3특별법 개정은 제주특별자치
27) 2
 018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저명한 인물에는 게르하르트 슈뢰터 전 독일 총리, 미하엘 라이터러 주
한유럽연합 대사,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안드레이 폽코브 주한벨라루스 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있다.
28) 머
 리말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4월 ‘설민석 KBS TV 역사특강’과 11월의 KBS 도올 김용옥 특강 ‘제주4·3을
말하다’도 4·3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9) 2
 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유해발굴 사업은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옆 등 도내 5개 지역을 발굴하여
400구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그 중 92구의 신원은 확인하였으나 308구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
다. 올해 308구에 대하여 과거보다 확률이 높은 방법을 적용하여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였고, 제주국제공항
내 유해발굴도 다시 실시하여 유족들의 ‘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30) 매월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유족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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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는 등 역량을 투입하였던 사업이다.31)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앞으로
의 과제다.32)

6

나오는 말
4·3 70주년 기념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였다. 제주특

별자치도도 핵심 사업으로 전 부서가 역량을 투입하였다. 기념사업위원회와 범
국민위원회는 전국에서 200개 이상의 단체가 참가하여 4·3을 알렸다. 그 열기
가 피부로 와 닿았다. 동백꽃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열기는 오히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는 4·3을 잘 몰랐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었다. 그저 막연히 알고 있던 ‘4·3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
주 사람들이 분단이 아닌 통일을 원했다는 것, 희생자가 1만4,233명이라는 것,
이승만 정부에 의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 희생자에는 어린이와 노
인, 여성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제주 사람들이 4·3사건으로 인해 얼마
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4·3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이제
야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올해 가장 큰 성과다. 앞으로도
4·3을 알리는 사업들은 계속될 것이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지켜지는 사회,
다시는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4·3 70주년의 해가 이제 한 달 남았다. 12월 18일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31) 원
 희룡 도지사는 3월과 11월 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정당 대표들에게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32) 그
 외에도 ‘4·3정명’, ‘미국 책임’에 대한 요구가 기념사업위원회와 범국민위원회에서 많은 역량을 투입했던
사업이었다. 토론회, 서명, 서명지 미대사관 전달식 등이 추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사회운동’으로 4·3해결을 추진하던 방식은 이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역사·사회·
정치 등 학계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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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진상황 최종보고회와 22일 4·3희생자유족회 평화합창단 공연을 마지막으
로 4·3 70주년의 행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올 한해 4·3 70주년을 만들어왔던 모
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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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
- 이민철

2

부서 간 벽을 뛰어넘는
‘성평등 정책’ 실현
- 이현숙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
이민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이라는 제주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부담감이
무겁게 느껴진다. 우리 제주는 격한 사회변화인 4·3과 여러 역사의 줄기를 거쳐
왔다. 최근 제주도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경시 풍조는 인
권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제주 4·3의 역사흐름은 제주인들
의 인권의식을 싹 틔우는데 충분하였다. 올해는 제주 4·3사건이 일어난 지 70년
이 되는 해이다. 제주 4·3사건이 정부에 의한 은폐 속에서 진실을 인정받는 과정
이 너무도 길었다.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국제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평화와 인
권의 섬 제주 실현은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역
시 조직개편과 민간단체 협력구성을 통하여 소통과 협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또한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많은 것을 이루어 내고 있다.
우리사회는 인권의 가면으로 이권을 챙기려는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인권의 가
치를 혼돈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
나만으로 사람의 무게를 존중받는 권리이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마
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의 가장 보편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권리’, ‘인간
이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는 사회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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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개인이 성취한 직업과는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며, 인권
자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다. 한 개인의 권리는 타인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서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다. 그러나 권리는 다른 힘의 중심으로 기울
어져서는 인권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의 권리는 바로 기본인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이
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인종, 성, 언어, 종교, 민족, 사회출신, 재산, 출생
지 등과 같은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
이다.
최근 들어 ‘인권’이라는 용어를 제주사회 곳곳에서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언뜻 듣기에는 당연한 듯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사회 논쟁으로 부각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그 만큼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는 인권의 섬, 평화의 섬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비해 그동안 우리가 인권을
소홀히 다루어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격한 사회변화와 물질문명의 발
달로 인하여 빈곤, 장애, 고령화, 국제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생명경시 풍조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
려가 부족하며 오히려 집단이기주의, 만연된 폭력,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장
애인에 대한 편견 등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쉽게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로 인해 인간 개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이 침해될 가
능성이 커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점
차 높아진다. 각 개인이 일상으로 만나는 인권 문제와 사태의 해결에 있어서도
생명의 소중함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교육으로서 인권문제의 해결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
을 육성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에 중심을 둬야 한다. 이러
한 변화를 통하여 사회에서 인권과 인간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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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권이 실천될 수 있는 문화 여건을 조성한다
는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 인권교육은 사실상 단지 여러 단체에서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인권교육은 하나의 체계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며 산발적으로 이루
어짐으로써, 시민 주체적인 사회에서 ‘인권’을 개인 권리의 측면에서 범주와 계
열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면이 크다. 그리고 내용 구성에서도 우리 제주도는 평
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자체에 두고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로
한정해 좁은 의미로만 인권을 이야기 하는 모습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한다.
인권의 큰 담론은 시민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시킴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약자를 도와주는 시민을 육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우리의 인권은 사회에서 다루는 사회 논쟁을 한 토론의 주제 역할로만
언급되는 정도이다. 부끄럽게도 우리의 논쟁이나 토론에서 다루는 주제나 주요
가치로서 ‘인권’이 다루어지는 내용에는 정작 힘없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되는 인권이슈에 대한 거버넌스적 시각
이 필요하며, 인권이 하나의 국제시대 맥락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난
민문제에 국제위상에 맞는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걱정들을 한순간 없애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국제적 흐름에 거스르면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
행한 인권 국가로의 국가적 위신이 떨어진다. 또한 국제조약 수준을 지향하지
못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도래할 것이다. 인권의 맥락과 요소는 보편적 인류애라
는 하나의 체계를 통해 움직이며 국가별로 연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오점이 되어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제주사회는 인권의 몫은 단지 인권 관련 내용과 사회복지 수준 그 이상이며,
단편적인 면으로만 그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비체계, 비통합, 비참여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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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제주도의 인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적인 경험과 활동중심의 방
법을 통해 범도민적이며 사회통합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끊임없는 인권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모색이 국가와 제주가 하나로서 사회문제 분석과 주제 구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고민돼야 할 것이다.
첫째, 인권과 시민들의 개념, 인권상황, 인권교육의 세대 간에 통합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회흐름과 의식수준, 국제사회 위상을 분석하여 인권 내용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제주사회 인권의식 내용을 체계화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밑거름이 되고
화합할 수 있는 지속적인 다양한 활동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인권교육과 시민운동을 통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도 인권의 흐름은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 제주사회에서 시민단체들
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 다른 영역에서 동일한 인권의식을 통합하여 하나의 역할
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인권의 영역을 주로 특정 영역으로만 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에서는 인권을 “헌법,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
약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권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말한데 그치지 않는
다. 모든 사람은 시민으로서, 가족구성원이며, 노동자로서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인권을 보장 받는다. 따라
서 인권은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인권이란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하며 그 유명
한 버지니아 인권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차별되지 않는 인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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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기본권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광의
적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
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엄한 권리 또는 인간의 생활에서 천
부권리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 기본권을 중
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경제·사회 기본권 등도 인간의 권
리와 보완체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
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인권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제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
하는 생활태도와 자신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인권교육은 매
우 필요하다. 또한 인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 즉, 권리가 된다”라고 말한 세계적인 인권교육 전문가 휴 스타키
(Hugh Starkey) 교수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인권은 인간이 가진 기본이고 보편
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
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
체의 교육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다른 교
육에 비해 인권교육이 단순히 인권에 대한 내용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동시에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인권은 실제로 생활 판단체계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
해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할 뿐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인
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응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
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충분히 인권을 알리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또한 인권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 존중적이어야 한다. 인권교
육은 인권과 기본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해야 한다. 개개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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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
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가, 종교나 문화,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에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며 평등한 계층과, 이해와 우호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
여하는 활동이다.
국제연합은 인권을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을 통해 인권에 대한 보편 문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숙련, 정보전달과 관련된 노력”으로 정의한다. 인
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은 첫째,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 둘째,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발달시
키는 것, 셋째, 모든 국민과 상이한 인종, 국가, 민족, 종교, 언어 집단 사이에 이
해와 용서, 양성평등, 우애를 증진시키는 것, 넷째,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
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섯째, 평화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
여섯째,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고 설명하면서 이를 다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세 차원으로 말한다. 즉 지식은
인권과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지식제공, 가치, 신념, 태도로 밝힌다. 또한 인권
을 지지하는 가치, 신념, 태도의 계발을 통한 인권문화 제고 및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행동과 격려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을 학습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갖는 시작이다.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필요
성은 다양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의 권고이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모든 개인과 사회구성원
은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교
육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육의 몫은 바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제주사회에서의 인권교육
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첫 과정이다.
둘째, 제주에서의 반인권 사태가 갈수록 나타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반대중심
이 늘어나고 가치혼란이 있는 것과 달리 보편적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
권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다. 구성원 간의 인권의식 부재는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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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제를 양성하기에 충분하다. 난민문제나 갑질문화 문제로 인한 사건도 이를
반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입시로 인한 경쟁 문화와 서열을 강조하는 권위주의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의 지배 상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다른 곳에 비해 획일화
된 기득권과 경쟁을 통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은 편이다. 조용한 평화는 가
족주의의 온정이 강조되는 곳에서 변화의 장면을 가진다. 한 많은 4·3의 역사와
국가에 의한 부정한 폭력의 경험은 이에 저항하며 제주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
는 공동체 문화를 정립하기에 충분한 토대가 되었다.
그 동안 제주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사회 변화 요구는 반공동체적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반인권적 문화는 부정한 역사 내에서 다양한 차
별이나 편견을 만들어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인권 상황에서 평화적인 인권내용을 고취시키고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인 인권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제주 내부의 구성원들의
계열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된 인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권은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민의식
의 기저에는 인권의 중요한 가치나 내용으로 연계성을 맺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인권활동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시민들 간의 권리를 이해하는데 인권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수행하는 인권 활동은 공동체나 국가, 그
리고 세계에서의 ‘행동하는 시민’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통합요인으로서 역
할을 수행한다.
즉, 제주에서의 인권활동은 어린 시기부터 인권에 대한 지식과 배움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국가, 그리
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견문을 넓히고 활동의 주체인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
는 다양한 노력에 긍정적 부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도시로 주목을

130

평화와 인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받으며 시민들의 의식이 장려되고 선진화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인권은 개인
과 사회집단이 국내 및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능
력, 태도, 소질, 그리고 지식 자체를 의식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배우는 사회
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어떠한 특수한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인권은 서구 선
진국들에 비교한다면 걸음마 수준이지만 1980년 이후 민주화운동의 방향으로
인권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다. 특히 민족분단이라는
내부분열 상황 속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같이함으로써 공
유하는 정서가 서로를 화합하기에 충분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4·3은 국가 폭력
과 인권의 억압에 대한 증거이며,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 4·3의 역사는 인권의 자양분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이라는 자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인권을 통해 개인의 정치자유가 보장되고 법에 의해 인간 고유의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이런 시대흐름에 제주도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자체적
으로 태동하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제주도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개인의
인권신장에 대한 요청들은 인권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생적 단체들
이 생겨나면서 인권문제가 사회운동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인권문제는 민주시민의식, 그리고 국제적 인권규범의 틀 안에서 확장
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 모
두는 가지고 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흐름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고 이후 세대에게 제주의 인권과 평화
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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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 벽을 뛰어넘는
‘성평등 정책’ 실현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1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조직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도정의 성인지 정책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 사업
규모를 확대해 왔다.
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조
례」를 제정(2015.12)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운영(2016.4)하는 등 양성평
등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 성과와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담당부서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이 과제로 반영되면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
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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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평등정책관’ 신설을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ㆍ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조직을 신설(2018.8)하였
다. 기존 여성정책에서 성 주류화를 분리하고 성평등정책관(4급)과 성인지정책
팀장(5급)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채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의 효과
성을 높였다.
성평등정책관 신설로 성평등정책 실행력을 강화시키고, 도정 전반 영역에 성
평등 관점 확산, 성인지정책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 확산사업
을 확대·강화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성평등정책관은 조직 내 전담 3팀(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
시팀)으로 구성된다. 성평등기획팀은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양성
평등위원회 운영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생활체감형 양성
평등정책 ‘제주처럼’, 도민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성평등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도민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지정책팀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및 통계 업무를 기반으로 도정 전
반 성인지 관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성 주류화 정책 기획
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 사업을 확
대해 나가고 있다.
여성친화도시팀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성인지적 도시환경 조성 업무를 담당
한다. 일·가족·인권·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
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018년 4월에 위촉직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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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6명으로 구성된 제2기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
원회를 통해 젠더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
으로 두고 있다. 양성평등담당관제를 통해 도정 전반 양성평등 관리직 네트워크
를 구축,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한 주요 업무 등
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3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양성평등정책 ‘더(More) 제주처럼’ 추진

2015년 11월부터 추진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이 올해로 마
무리된다.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과 맞물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정성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생활체감형 양성
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이 탄생했다.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5~2017년)을 근거로 정책의제 발굴 단계부터 민간 참여와 의견을 반영했
다.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비전으로 일·생활 균형 및 일자리 창
출,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의 2대 전략과 4개 핵심과제·22개 사업을 추진했
다. 2018년까지 142억원 투자를 목표로 출발하였으며 2018년 현재 25개 세부
사업에 402억원이 투자되어 추진되었다.
‘제주처럼’의 첫 번째 핵심과제는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및 일·생활 균형지원’
이다.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2018년 현재 20개소 운영),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2018년 현재 55개팀 운영) 등 6개 사업·49억6,000만원
을 투자한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자녀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
고 양육 친화적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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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16.5월 개소)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
지역 내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었다.
‘제주처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추진 기
관으로 선정(2016.11)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얻었다. 특별
교부세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서 주관하는 제1회 여성가족정책포럼(2018.1)에서 ‘돌봄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전국에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
가 되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은 5개 사업·17억
7,100만원이 투자된다.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
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였다. 중·고령 여성인력 양성 교육과
정과 농어촌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협동조합 및 사회
적 기업 등 여성공동체 창업 발굴과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했다. 또한
이주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와 연계할 중간관리자로 제주마을살
이 코디네이터(ᄒᆞᆫ디)를 양성하고 제주살이 시범사업을 발굴하였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바로세우기’에는 7개 사업·14억
8,800만원을 투입했다. 위기에 처한 가족기능 회복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가
족상담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문화 가족과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들도 추진했다. 가족 형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가족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네 번째 핵심과제인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에는 7개 사
업·322억3,900만원이 투자됐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 및 도민 성인권 교육 확
대,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리더 육성 및 국제 여성교류를 통한 제주여성 역량
강화 지원, 성인지적 도시기반 시설 구축 및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CCTV·조
명·비상벨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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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처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아동·여성 폭력 방지 유공 기관 대통령 표창
(2016.11)을 수상했고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2016.12)됐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평가에서 ‘안전프로그램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2017.11.여성가족
부)되었으며 ㈜여성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제20회 여성과 함께하는 좋은 정책경
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은 제주의 첫 양성평등정책이자 수
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되어 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처럼’ 추진성과와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평가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더(More) 제주처럼’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4

성인지 정책 내실화 강화
성평등정책관은 도 주요 정책의 성인지 관점 통합을 통한 성인지 정책의 실효

성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제주발전연구원을
지정(2012.4)해 업무를 대행해 왔다. 여성가족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출범(2014.3)과 함께 연구원 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조직을 구성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해오고 있다.
조례·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7년 조례 123건, 계획 5건,
사업 190건, 2018년 조례 92건, 사업 220건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실
현을 위해 성인지제도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정착을 위해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다. 2016년 723명, 2017년 1,339명, 2018년 1,664명이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성평등정책관 신설에 따라 도 주요정책의 성인지적 검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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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연동 추진이 가능해졌다. 성인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강화,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내실화 등 성인
권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5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2011.12)로 지정

되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전반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모
든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2016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2017~2021년)됐다. 제2차 여성친화
도시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여 4대 정책영역, 9개 정책과제, 59개
세부사업, 총 5,135억7,9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 추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를 통한 마을단위 역량강화 활성화, 고령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지역 여성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운영 지원 활성화, 밤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정비와 가로등 조도 개선,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 활성화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도시 추
진’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의 안전 등 정책면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여성친화적 생활공감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요소를 찾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서
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여성안심 무인택배시스템을 4개소 설치하여 안전에도 만
전을 기하고 있다. 여성 인적자원 관리와 인재 활용을 위하여 제주 여성인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18년 11월 현재 1,587명이 등록되어 있다. 데이
터베이스는 제주지역 주요 분야 여성인적자원 관련 각종 위원회 및 사회전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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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참여율 제고와 도민과 전문분야 인사 간 필요한 분야의 자문 교량 역할을 하
고 있다.
여성 대표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 참여율 확대
를 위하여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2022년까지 45%, 5급이상 공무원 여성
관리직 비율 21%,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20% 및 여성관리직 21%, 주
민자치위원 여성참여율 4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6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신설’은 기존 여성정책에 국한되었던 한계점

을 극복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코자 하는 도정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부서간의 벽을 뛰어넘어 모두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에 성인지 관점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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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만족 체감형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본격 추진
- 남윤섭

2

주민만족 체감형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본격 추진
남윤섭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1

들어가며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별 경쟁

력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
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4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지
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이 우선적으로 발굴·추
진되었다1). 그리고 올해부터 읍·면·동 균형발전사업보다 확대된 권역별 균형발
전 시범사업이 5년동안 시행된다.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간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여기
에서 권역이란 제주시 동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 동부권역(조천읍~남원
읍), 제주 서부권역(애월읍~안덕면)의 4대 권역을 뜻한다. 제주지역 내 의료서
비스의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총 422개의 병의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1)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2개의 사업이 시행되었고, 2019년 7개의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5: 10개, 2016년: 9개, 2017년: 6개, 2018년: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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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권역에 67.8%가 위치하고 있어, 제주시 동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가서비스의 경우에도 2016년 기준으로 총 44개의 취미학원
중 약 38개의 학원이 제주시 동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 서부권역
과 동부권역에는 취미학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권역간 격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하였다. 기본적인 공간적 범위는 4대 권역이나 권역 내 현실적인 생활권을 고려
하여 6대 권역2)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용역 결과 총 12개의 권역별 균
형발전사업을 발굴하였고, 권역별 주민협의체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
해 주민들의 수요가 적극 반영된 5개 권역 4개의 시범사업을 최종 발굴하였다.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이 지역주민들 주도로 지역에 필요한 분야의 사업을 직
접 발굴하여 운영하는 형태라면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은 읍·면·동보다 좀 더 넓
은 범위를 포괄하여 행정과 지역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 발굴 대상지역을 선
정하고, 권역별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은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
요에 맞춰 발굴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제주도내 권역 간 공공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권역별 균형
발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확산시킬 필요
가 있다.

2) 제
 주시 동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시 동부권역(조천읍~구좌읍), 제주시 서부권역(애월읍~한경면), 서
귀포시 동부권역(남원읍~성산읍), 서귀포시 서부권역(안덕면~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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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과정
1) 권역 균형발전 수준 평가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기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

주특별자치도의 권역 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하였다. 권역 균형발전 수준의 평가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제시한 균형발전 분야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애주기별 수요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평가지표는 균등지
표와 비례지표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균등지표는 균등원리에 의한 균형발전
평가지표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요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사회복지·보
건, 환경·도시, 관광 등의 공공서비스를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비례지표는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의 수요에 비례하여 배분되는 민간서비스를 기준으로
권역 내 가구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한 서비스 시설 수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
다. 이렇게 측정된 평가지표는 권역별로 표준화하여 권역간 균형발전 수준의 차
이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내 6개 권역의 교육, 문화·여가, 의료·복지, 교
통 등 전반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각 서
비스 분야별 주민들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지표 측정 결과
우선과제 선정
주민 수요 조사
[그림 1]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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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발굴
앞서 진행한 권역 균형발전 수준 평가 결과와 주민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
역 균형발전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까지 총 8회에 걸친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2017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24회에 걸친 권역별 주민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권역별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각 권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들
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업 발굴 TF팀을
운영한 결과 분야 및 생애주기 매트릭스로 설정된 평가영역별 12개의 권역별 균
형발전사업을 발굴하였다.
의료분야에서는 산후조리원 및 소아청소년의원 사업, 주치의 건강관리 사업,
어르신 건강클리닉 사업, 노인데이케어센터 사업이 발굴되었고, 교육 분야에서
는 방문학습사업, 보습교육사업이 발굴되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중개소 사
업, 생활체육중개소 사업, 취미생활중개소 사업이 발굴되었고, 교통 분야에서는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이 발굴되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사업, 농업인력 중개소 사업이 발굴되었다.
[표 1] 평가영역별 권역 균형발전사업

여성·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

의료

교육

산후조리원 및
소아청소년의원
사업

방문학습사업

주치의 건강관
리 사업
어르신 건강클
리닉 사업
노인 데이케어
센터 사업

보습교육사업

문화

교통

문화중개소
사업

농기계 임대사
업소 확장 사업

생활체육 중개
소 사업
취미생활
중개소 사업

산업경제

어르신 행복택
시 사업

농업인력 중개
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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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선정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은 권역 균형발전수준 평가, 주민수요조사 결과, 권
역별 주민협의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개의 사업 중 주민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당초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은 5개 권
역-5개 사업이었으나, 제주시 서부권역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노인데이케어사
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비슷하여 서귀포시 서부권역 사업인 어르신 한
방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5개 권역-4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제주시 서부권역과 서귀포시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사업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산간 마을 노인들을 직접 찾
아가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권역 균형발전 수준 평가 결과 제주
시 서부권역과 서귀포시 서부권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주지역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 한경면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형외과,
내과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중교통으로 20분 이상 이동해야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서귀포시 안덕면도 중산간 지역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이 시행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서귀포시 동부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농기계를 보급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동부권역 주민들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소재한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소재한 동부농업기술센터의 농
기계 임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표선면 농가들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 이용
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서귀포시 동부권역 주민협의체에서는 ‘농기계 임
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1순위 과제로 선정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서귀
포시 동부권역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문화예술 수요자(지역주민, 동아리)와 공급자(문
화예술 강사), 공간(교육장)을 매칭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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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서비
스는 부족한 반면 수요는 높은 서귀포시 동권역에서 진행된다.
제주시 동부권역은 감귤, 당근, 무 등을 활발히 재배하는 지역으로 농업 고용
인력 수급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시 동부권
역에서는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시행된다. 제주 농업인력지원센
터 운영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손이 부족
한 농가에 농작업자를 무료로 알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동권역은 주민협의체 회의 결과 권역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동
권역 간 서비스 이용 여건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을 중심
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에서는 제
외되었다.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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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과정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계획 수

립 과정이 진행되었다.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는 유사사업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다. 이후 주관부서와 기관
을 선정하고, 주민협의체와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유사사업 벤치마킹을 진행하
였다. 이후 5개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말 최종적으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 유사사업 운영사례 벤치마킹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
역공동체발전과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사
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유사사업의 관계자를 만나 사업이 운
영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사업의 운영 방안 및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을 확인하여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실행방안 수립의 기초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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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 조회 및 회의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의 시행에 앞서 2017년에는 관련기관 및 주관부서와의
실행계획 협의과정을 진행하였다. 2017년 6월부터 보건건강위생과, 친환경농
업정책과, 문화정책과, 농업기술원 등의 주관부서에 사업 검토의견을 받아 실행
계획에 반영하였고,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였다.
주관부서가 확정된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 제주농
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주관부서 및 운영기관과 3자간 협의를 지속하여 사
업의 실행방안을 확정하였다.
다만 제주문화중개소 사업은 문화정책과 주관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운영
을 협의하였으나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나타나 2018년 6월 제주연구원내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대행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
업과 강사를 매칭하는 강사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어, 문화예술 수요
자·공급자·공간 매칭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주문
화중개소사업의 운영주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운영 주체
구 분

사 업 명

주관부서

운영주체

제주시 서부권역
서귀포시 서부권역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시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기술원

동부기술센터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문화중개소 사업

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시 동부권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협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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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주민협의체 벤치마킹 및 워크숍
2017년 8월, 권역별 주민협의체와 사업 관계자들의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
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박 3일 선진지 벤치마킹을 진행하였다. 사업별로
1팀과 2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
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유사사업의 운영 상황을 살펴
봄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모니터링 주체로
서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벤치마킹 후에는 주민협의체와 관계자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주민협의체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사업 현황을 토대로 각 사업들의 추진 방안 및 향
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사업 운영의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찾아가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는 2017년 8월 30일부터 9
월 1일까지 5개의 권역에서 진행되었다.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이 수립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보
다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구축하
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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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에 참여한 주민협의체들이 지역의 리더들 중심이었다면, 주민설명회
는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로서 주민들의 또 다른 관점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실행계획서를
수정하였고, 주민 요청에 의해 개별 미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5)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도민토론회
2017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이 최종적으로
심의되어 선정되었다. 그 후 벤치마킹 결과 및 의견, 시범사업 운영주체 간 협
의,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수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
발전 시범사업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본
토론회는 지역주민, 전문가,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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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실행
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
의 과정들을 통해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하여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주민협의체와 함께 한 벤치마킹,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
민이 직접 사업 발굴에 참여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주
민의 정책 참여를 이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사업의 가이드라인은 연구진들이 제안한 연구보고서에서 시작했지만, 실
행계획과정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타 사
업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는 측
면에서 주민 호응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4

현재 추진 상황
가.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은 4월 23일 제주의료원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차량 구입 및 버스 제작 의뢰, 전담인력 채용으로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접목하여 한방지원 차량
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내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차량 내 다양
한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의료원은 한의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전담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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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표선분점은 6월 25일 착공 후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치
고 2019년 1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특
별회계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표선면 성읍리 434-3번
지에 총 사업비 31억원(국비 5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농기계 임대 보관창
고, 비가림 시설, 사무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동부권역 농업인 300여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빈도수가 높지만 가격이 비싸 농업인들이 구
입하기에 부담이 있는 굴삭기, 트랙터, 파쇄기 등 임대농기계 23종 85대를 구
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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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주문화중개소 사업
제주문화중개소 사업은 6월 26일 제주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후 지역균형발
전지원센터에서 제주문화중개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을 채용하
여 사업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담팀이 꾸려진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주문화중개소 사업의 체계를 구축하고, 서귀포문화원에 공간 및 동아리 DB
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공간 및 동아리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강사 모집 공고를 통해 35명의 강사풀을 구축하였고, 현재 11개의 프로
그램에 111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말까지 16개의 프로그램이 추
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문화중개소 사업은 지역주민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중개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2017년 11월 「제
주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였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26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와 민
간위탁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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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17억 여 원의 사업비로 마늘,
당근, 감귤, 월동채소 등 밭일에 필요한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한 인력전담센터
로 운영될 계획이다. 농작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도내 농작업자들에겐 상해보
험료,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도외 농작업자들에겐 항공료, 숙박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농촌 인력난 해소할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출범”, 「노컷뉴스」. 2018.05.11.
“제주농업인력센터, 수확기 마늘농가에 연인원 5113명 지원”, 「농민신문」. 2018.07.06.

5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제언
4개의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지역협의체가 사업을 발굴하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사업이 성공적으
로 정착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시범사업별로 매년 연단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각 사업의 실행
기관에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행계획 수립은 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체계적
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사업의 발굴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
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권역별 주민협의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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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
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
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수요자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여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
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각 시범사업별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사업들이 관리되어야 한다. 플랫폼은 주
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행정과 주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
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역 내 모든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충족시
키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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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 장명서

2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장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주무관

1

추진 배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2016년 ‘안전혁신 성과창출의 해’로 선언한

(구)국민안전처에서 중앙·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
자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
어 나가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2015년 (구)국민안전처가 지역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
역안전지수1)를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분야
별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목표2)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환경 개선의지와 성공모델 창출 가능성 등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지역별 8억~12억원, 특교세)과 컨설팅·모니터링 등 행·재정적

1) (지역안전지수)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위해지표
(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하여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며,
시·도, 시·군·구 등 지역 유형별로 그룹을 지어 최고 1에서 최저 5까지 등급을 부여
* ①화재 ②교통사고 ③자연재해 ④범죄 ⑤안전사고 ⑥자살 ⑦ 감염병
2) 교
 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분야 3년 평균안전사고 사망자수(12~‘14 / 26,292명) 대비 3년간(16~‘18)
16%(4,201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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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통해 안전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하여
다른 지자체들이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이 바탕이 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역은 2016년 1월 실시한 (구)국민안전처 공모에 따라 신청서를 제
출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할 시도의 사전심사와 (구)국민안전처의 최종심사
를 거쳐 17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17개 대상지역은 서울 성동구, 부산 북구, 대구 서구, 인천 동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시,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강원 삼척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시 5개소, 군 3개소, 구 7개소, 광역 2개소이며, 지역유형
별로 보면 도시형 8개소, 농어촌형 3개소, 도농복합형 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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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운영주체, 프로그램, 개선대상을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
운영주체는 민간과 지자체로 나뉘는데 민간에서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주도,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
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자체에서는 유관부서·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업추진 TF를 구성하여야 한다.
추진하여야 할 프로그램은 크게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나
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행정시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 주민 스스로의 안전의식 및 안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연차별 중점개선지구 지정 지역에서 시급
히 개선사업이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은 시설 개선을 통해 물리적 안전환경을 조
성하여야 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추진목표는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성공모델 창출이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객관적 진단·분석을 통해 사망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지역안전진단시스템, 생활안전지도 및 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진단·분석이 선
행되어야 하고, 기존 사업 확대가 아닌 안전사고 사망자수·발생건수 감축 효과
가 높은 사업을 집중하여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지자체·지역사회 역량 결집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중앙에서는 예산지원,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역량강화 및 효과적 지
원 역할을 수행하고, 광역지자체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한 지원자 역할
을 수행하고, 다른 기초지자체로 확산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유관기관 및 부서 상호간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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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계획수립-시행-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 개입을 통해 시행착오 및 실패요인을 제거
하고 각종 계획간 통일성·연계성 확보 및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넷째, 단계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집중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업초기 추진체계 정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이후 지자체 전 부서 및 유관기관 협업과 전 지역사회 동참을
통해 전방위적·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제시 가능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
다. 사업대상지역이 전국 확산의 실질적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성공모델화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여 학습·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추진개요
2015년부터 (구)국민안전처는 지역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및 역량 강

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등급)를 산출·공개하였고, 각 지자체는
2018년까지 4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3)를 설정·추진하였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사업추진의 성
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하고, 전국 확산의 지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할 지
자체를 선정, 지원하기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추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1월 29일부터 사업신청에 착수하고, 2월29일~3
월7일 기간 동안 도 도로관리과, 제주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
3) (제2차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 2만6,292명(’12~’14, 3년 평
균 사망자수) 대비 ’18년까지 4,201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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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업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델사
업 평가·선정을 위한 민·관 합동 선정위원회, 사업대상지역 자문4)을 위한 각 분야
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제주지역은 연간 1,30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과 전국 2
위를 기록하는 외부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국제관광도시의 특성, 제주의
지리적 특성에 취약한 구성원과 렌터카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건
수 증가, 무사증 도입(노비자)으로 인한 외국인 증가와 외부 유입인구의 증가
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 도시화가 되지 않은 올레길과 마을안길 등의 범죄 노
출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한라산, 오름, 올레길 등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한 낙상사고 등이
우려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은 편으로 안전 의식
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주민들의 급속한 유입으로 지역 안전문화 정
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취약
한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등)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시화가 덜 된 올레길
과 마을안길 등 범죄 노출위험에 따른 CCTV 설치, 올레길 관광객의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물 보완, 지역안전 문화 정립, 토착 지역주민
들과의 융합을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시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24억원, 매년 8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첫해인 2016년에는 5.16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끄럼방지포
장 1,600m, 조천읍 지역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500m 및 투광기 설치 10개, 서귀포시 송산동 지역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
4) 교
 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등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안전인프라 개선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 자문 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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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CCTV 3개소, 보안등 10개, 인도경사로 보완사업 2개소, 효돈동 지역 범
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2개소, 투광기 설치 10개소, 올레 6코스 안
전펜스 보강 10m, 자연석 보강 140m, 동홍동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한 인도개설 620m, 한줄 주차안내판 4개소, 보행등 31개소 설치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투자하였다.
2017년에는 조천읍 지역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자도로 개설사
업 1400m 및 투광기 설치 50개, 무단횡단 방지시설 600m, 서귀포시 송산동
지역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솔라등 500m, 유도등 100m, 보안등 30
개, 효돈동 지역 노인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행로 판석 교체 550m, 안전펜스
100m, 동홍동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시설 5개소, 솔라등
1,384m, 요철작업 862㎡ 설치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투자하였다.
올해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사업 효과를 극
대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10
월말 마무리 하였다.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안덕중학교 후문과 청소년 문화의 집 입구가 중첩되
어 있어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지만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들의 과속으로 교
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취약
하고 밤에는 학교주변임에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CCTV, 경찰 경광
등 설치 등 안전시설을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 370m, 순
차점멸 슬라이드 2대, 장방향 경광등 및 방범 CCTV 각 1대, 미끄럼 방지시설
170m, 솔라드 표지병 270m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안덕중학교 정문이 위치한 곳은 내리막길과 커브길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
로 우천시 빗길 교통사고가 잦다. 화순리 본동과 동부락 중간에 중학교가 위치
하여 있으나, 200m 구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 및 지
역 주민들의 보행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인도설치 200m, 순차점멸
슬라이드 1개소, 장방향 경광등 1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300m, 솔라드 표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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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건널목)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 도로 신설로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가 접하는 곳으로 대형차량 및 주행
차량들의 속도가 높은 반면 횡단보도 주변이 어두워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
고 있어 건널목 투시등 설치 2개소, 순차점멸 슬라이드 2개소를 설치하게 된다.
화순항으로 진입하는 임항도로 입구로 대형 과적차량들의 과속위험에 따라 장
방향 경광등 1개소, 솔라 표지병 150m를 설치하고, 안덕생활체육관 및 산방도
서관 문화마을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이 많
아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자 방범용 CCTV 1개소
를 설치한다.
일주도로변으로 차량통행이 많으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 및
관광객들이 보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인도 470m와 솔라 표지
병 건널목 4개소를 설치하고, 화순마을 우회4차로 교차로는 안덕면사무소, 안
덕생활체육관, 안덕산방도서관, 화순리 문화마을 등 지역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
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건널목 투시등 설치 2개소, 순차점멸 슬라이드 3개소, 장
방향 경광등 1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50m를 설치하게 된다.
도내 유명관광지인 산방산, 용머리와 화순리를 연결하는 관광도로는 차량 통
행 및 관광객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 및 관광
객들의 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인도 1,000m를 설치한다.
화순항 왕복2차로 농어촌 도로는 물동량을 운반하는 대형 차량들의 주 통행도
로는 5거리로 형성되어 있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에
따라 순차점멸 슬라이드 2개소, 장방향 경광등 1개소, 솔라드 표지병 설치 12
개, 미끄럼방지시설 140m를 설치한다.
화순중앙로 12번길 일대의 도로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및 농협시설, 안덕보
건소 등이 들어서 있어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잦지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도 210m, 솔라 표지병 50m를 설치한다.
노령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야간에 횡단보도 등이 어두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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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들의 야간보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솔라 표지병 35개를 설
치하고, 경로당 입구 건널목으로 화순임항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화순항 물동량
을 나르는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많지만 노약자들의 야간보행 시 건널목이 너무
어두워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건널목 투시등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안전을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4

마무리
최근 계속되는 사고, 범죄, 재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사회 안전에 대한 도민

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제주도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전
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안전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안전분야는 투자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 그리 빛이 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
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통해 마을단위 사업추진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직·수평적 협업과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
적 거버넌스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
어드는 사례를 창출하였으면 한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특히 도시, 마을과 같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동체와 안전인프
라가 결합된 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마을의 생활환경 분야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 바, 도민이 안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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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5ㆍ16도로 표지판 정비 전

표지판 정비(속도 하향 조정)

함덕리 인도 정비 전

주민통행 및 통학길 보행로 확보

함덕리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전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개선 전】

【개선 후】

서귀포시 부두로 2

미끄럼방지 보행바닥 정비

문부로 7(동홍동) 인근

한줄주차 안내 표지판 설치

동홍북로 34(동홍동) 앞 도로

차량 미끄럼 및 과속방지 요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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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남성로 26길 38 CCTV 작업전

방범용 CCTV 설치

서귀포시 검은여로 4

보안등 설치

동홍동 59번지 인근

보행등 설치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안전문화운동 활동 광경

① 안전점검의 날 운영

②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③ 동네 한바퀴 안전신문고 활성화(주변 위해요소 제거, 거리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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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범죄예방 ‘벽화그리기’ 사업(서귀포시-서귀포경찰서-녹색어머니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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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1

‘제주通(통)카드’
포인트 적립비용 지원,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 김효실

2

‘제주通(통)카드’ 포인트 적립비용
지원,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김효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주무관

1

‘제주通(통)카드’ 사업 추진배경
골목상권은 골목으로 상징되는 동네 또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거점 공간으로 소

상공인, 주민 등 거주자가 골목경제의 주체가 된다. 거주자는 생산, 판매, 소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 등 지역의 사
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
로, 서민들에게 편리한 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상인들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핵심 상권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및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포 등의 골목상권 진출
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온라인 쇼핑 확대, 대규모점포 및 체인점
포에 의한 PB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제주지역 골목상권 소상공
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도 하
였으나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치 및 매출 증대 방안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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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
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우대혜택
을 제공함으로써 대형마트 및 대기업 편의점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고자 ‘골목상권 우대카드’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2

‘제주通(통)카드’ 사업 추진과정
우선 카드사업자는 제주지역 은행으로 선정하고 도민 참여가 용이하도록 카드

종류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다양화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적립된 포인트는
골목상권에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여 골목상권 재방문 유도, 관련 민간단체와의
연계 추진으로 골목상권 및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제주지역 은행인 제주은행을 골목상권 우대카드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
을 위한 협약체결을 통해 골목상권 우대카드 출시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골목상권 우대 포인트 적립률, 부가서비스 혜택, 가맹점 모집, 전산개발 등 제주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골목상권 우대카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
민을 거듭하면서 진행하였다.
골목상권 포인트 적립 제외업종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 결과 대형마트(이
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기업 계열 면세점(롯데, 신라), 대기업 계열 편의
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계열 제과점(뚜레주르, 파리바게트 등),
대기업 계열 패밀리 레스토랑(아웃백, VIPS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까페
베네, 스타벅스 등)은 골목상권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골목상권 우대카드에 대한 도민 공감대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3년 9월 도민을 대상으로 카드 명칭을 공모하였다. 그 결과 모두 74건이 접
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제주通(통)카드’를 카드명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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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通(통)카드는 골목상권 어디서나 통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파격적인 포인트 적
립과 다양한 할인혜택이 다른 카드보다 좋아 통통 튄다는 뜻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모두의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골목상권 우대 제주通(통)카드 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3

‘제주通(통)카드’ 출시
2013년 11월 18일 드디어 제주通(통)카드 2종(신용카드, 체크카드)이 출시

되었다.

제주通(통)카드는 대형마트 및 대기업 편의점 등을 제외한 골목상권을 이용할
경우 일반카드(0.1~0.5%)보다 파격적인 포인트(0.9~1.9%)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품목을 구입하더라도 골목상권을 이용할 경우 최대 19배 많은 포인트가 적
립된다. 골목상권에서 매월 50만원 이용 시 연간 11만4,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제주통카드 포인트 가맹점(우대가맹
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5,000원 이상 적립된 포인트는 제주사랑상품
권으로 교환하여 골목상권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목상권 우대가맹
점은 제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당 60원이 할인되며 도내 주요 종합병원(한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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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열린병원) 종합건강검진 비용이 20% 할인되고 병
원, 약국, 통신요금, 영화관 등 생활밀착 업종 가맹점에서는 5~20%의 할인혜
택이 제공된다.
그리고 골목상권 우대가맹점(통포인트 가맹점)으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금융수수료와 대출이자율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골목상
권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혜택 제공과 골목상권과 함께 상생하는 착한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제주통카드에 대한 높은 호응으로 출시 90일만에 1만 번째 고객이 탄생
하였다.
<참고1 : 골목상권 우대 제주통카드 포인트 적립률>
1. 신용카드
적립주체

골목상권가맹점

우대가맹점

‘18.10.10.까지

‘18.10.11.이후

‘18.10.10.까지

‘18.10.11.이후

제주특별자치도

0.7%

0.5%

1.0%

0.85%

제주은행

0.3%

0.5%

0.6%

0.75%

우대가맹점

-

-

0.3%

0.3%

포인트합계

1.0%

1.0%

1.9%

1.9%

비고

※ 협약기간 만료(’18.10.10)로 재협약 체결(‘18.10.11) 시 포인트 적립 부담률 조정
※ 포인트 적립 시 전월실적 기준 및 적립한도 없음

2. 체크카드
적립주체

골목상권가맹점

우대가맹점

‘18.10.10.까지 ‘18.10.11.이후 ‘18.10.10.까지 ‘18.10.11.이후

제주특별자치도

0.7%

0.55%

1.0%

0.85%

제주은행

0.2%

0.35%

0.3%

0.45%

우대가맹점

-

-

0.3%

0.3%

포인트합계

0.9%

0.9%

1.6%

1.6%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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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골목상권 우대 제주통카드 부가서비스>
1. 신용카드
구분
연회비

부가서비스
•개인 2,000원, 법인 5,000원

외식

• 커피전문점 할인
- 스타벅스, 까페베네, 커피빈 10% 할인
- 월 2회, 연 12회, 월 최대 5,000원 한도

영화

• 영화관람료 할인
- 모든 영화관 2,000원 할인
- 월 2회, 연 12회

통신

• 휴대폰 요금 할인
- 자동이체시 5% 할인 (월1회 최초 승인건, 5만원 이상 이체시,
월 3,000원 한도)

의료비

• 병원/약국
- 일 1회, 월 2회, 5% 할인

주유할인
서비스

• 주유할인
- 모든 주유소 및 LPG 충전소 리터당 60원 할인
- 월 4회, 회당 10만원 한도

종합검진
할인

• 도내 주요병원 건강검진 서비스 20% 할인
(한라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열린병원)
※ 제휴병원 사정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할인한도
10,000원
(통합 청구할인)

• 5,000 포인트 이상 적립시 제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 가능

2. 체크카드
구분
외식

• 커피전문점 할인
- 스타벅스, 까페베네, 커피빈 10% 할인
- 월 2회, 연 12회, 월 최대 5,000원 한도

영화

• 영화관람료 할인
- 모든 영화관 2,000원 할인
- 월 2회, 연 12회

종합검진
할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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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주요병원 건강검진 서비스 20% 할인
(한라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열린병원)
※ 제휴병원 사정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5,000 포인트 이상 적립시 제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 가능

전월실적
30만원이상
사용시,
최대 할인한도
10,000원
(통합 청구할인)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참고3 : 골목상권 우대가맹점 지원 부가서비스>
구분

4

부가서비스

금융수수료

• 가맹점 결제계좌를 통한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대출이자율

• 상품명 : JJB 가맹점 우대론
•대
 상자 : 사업개시일 6개월 이상이고, 가맹점 결제계좌를 제주은행으로 지정하
여 주거래 계좌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500만원~5,000만원(무보증 신용대출)
• 금리우대 : 최고 1.4%까지 감면
※ 단,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 및 거래실적에 따라 한도 및 금리 결정

‘제주通(통)카드’ 사업의 성과
제주通(통)카드는 2013년 11월 18일 첫 출시 이후 카드발급 건수가 급증하여

2018년 9월말 현재 신용카드 2만1,589건, 체크카드 5만1,383건이 발급되어
총 7만2,972건이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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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또한 2014년 237억원에서 매년 급증하여 2018년 9월말 현재 제주통
카드의 골목상권 총 매출액은 2,55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포인트 적립액 또
한 2018년 9월말까지 총 26억원 상당이다.

<참고4 : 제주통카드 매출액 및 부가서비스 현황>
<가맹점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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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18.9월말

‘17

‘16

‘15

‘14

‘13

합계

255,338

63,508

69,650

56,308

42,102

23,769

0.6

우대가맹점

20,779

3,870

5,251

4,860

4,400

2,397

0.6

일반가맹점

234,559

59,638

64,399

51,448

37,702

21,3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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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8.9월말

‘17

‘16

‘15

‘14

‘13

합계

255,338

63,508

69,650

56,308

42,102

23,769

0.6

신용카드

126,343

35,147

36,888

26,475

17,605

10,227

0.4

체크카드

128,995

28,361

32,762

29,833

24,497

13,542

0.2

<부가서비스 제공실적>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8.9월말

‘17

‘16

‘15

‘14

‘13

합계

771,383

199,316

217,252

163,963

117,419

71,616

1,817

주유

441,874

116,916

129,173

95,312

63,533

35,946

994

병원/약국

185,153

49,734

52,454

37,635

26,428

18,397

505

커피

32,187

7,203

7,904

7,284

6,112

3,608

76

영화

81,291

17,918

19,107

17,236

16,254

10,564

212

통신

30,878

7,545

8,614

6,496

5,092

3,101

30

제주通(통)카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된 사업으로 도입 단계서부터 골
목상권 자영업자 면담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고 골목상권 및 경제분야 민간
인들이 함께 논의하여 탄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13년에 ‘정부3.0
실현을 위한 민관협치 선도과제 선정 및 장려상’ 수상, 2014년에는 ‘도민이 뽑
은 제주3.0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6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제
주사랑상품권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골목상권 이용고객과 매출액 증
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도민들도 처음에는 높은 포인트 때문
에 골목상권을 찾다가 차츰 착한소비에 익숙해지면서 골목상권을 자연스럽게
많이 찾고 있다.
골목상권 우대 제주통카드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은행, 골목상권 가맹점,
지역주민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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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通(통)카드’ 발전방향
제주도민들의 통카드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골목

상권 이용 혜택 및 범위에 대하여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골목상권
상인들의 체감도에 있어서도 소비자들과 같이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 뿐만 아니
라 상인들에게도 통카드의 혜택 및 고객유입 효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통카드
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우대가맹점을 늘림으로써 소비자들
의 방문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제
주 관광 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카드가 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지역 골목상권의 고객과 상인이 함께 상생하는 신명나고 정겨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통카드의 추가 혜택 발굴과 홍보 강화로 제주 골목상권
을 경제 및 사업의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 행복한 삶의 터전 및 고객 만
족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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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초석 마련
- 엄상근

2

제주의 삶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 이인호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초석 마련
[도 일원 5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우선지역 지정으로]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도시공간 구조에서 도시중심지인 원도심은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장소, 입지
적 측면에서 고지가 형성, 고밀도 토지이용 지역, 소규모의 산업·상업·업무활
동이 입지한 지역, 상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도시중심지인 원도심은 도시형성과 발달과정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도
시재생의 필요성이 여기서 설명된다. 도시성장과정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원도심 성장)과 이로 인해 추가적인 주택, 도로, 산업 인프라가 유발되고,
도시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원도심의 인구, 행정기관,
산업시설 등의 외곽 유출로 인해 원도심 쇠퇴와 신도시의 성장으로 나타난다.
도시재생은 도시성장과정에서 원도심 쇠퇴와 신도시 성장으로 나타나는 불균
형적 도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 쇠퇴는
크게 물리적 노후화, 경제적 쇠퇴, 인구·사회적 쇠퇴의 3가지 측면으로 나타나
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시쇠퇴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도시쇠퇴 유형과 관련하여 OECD(1998)는 지리적(공간적) 측면에서 도
심쇠퇴, 주변부쇠퇴, 혼합쇠퇴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심쇠퇴(city
center deprivation)는 1950~1960년대의 유럽, 미국, 캐나다 등의 도시에
서 대규모 재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유형으로 도심공동화와 도심건축물의 노후화
로 나타났다. 주변부 쇠퇴(peripheral deprivation)는 도시외곽의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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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소득 가구가 정착되면서 나타난 유형으로 기반시설 용량 초과에 따라 도로
망, 학교, 문화시설 등의 시설 부족으로 나타났다. 혼합쇠퇴는 OECD국가 대부
분의 도시는 도심과 주변부의 쇠퇴가 혼재된 유형을 보이며 일반적 도시가이드
라인을 가지는 개별 도시간의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쇠퇴 유형은
도시성장과 쇠퇴 형태를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Cheshire, Carbonaro and
Hay(1986)의 모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그림1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제주시 원도심의 쇠퇴와 신도심의 성장이라는 도시
성장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제주시는 1914년 행정구역의 통·
폐합으로 오늘날 제주시 관할구역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25개 리로 구성되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현 제주시청 주변에 1954년 제1지구 도시개발사
업이 시작되었고, 제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40개 중 22개 기관이 집중되면서
기존 관덕로의 기능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다.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사회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정비되는데, 제주읍
성 북서쪽인 진성동 지구, 삼성혈 지구, 제2지구(삼도동), 신산 제1지구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본격적인 시가지가 확장된다. 또한 제주시는 1976~1979
년에 걸쳐 행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지 확장과 함께 서사라 제3지구,
신제주 제1지구 개발은 기존 시가지 확장은 물론 도시의 핵(核)을 이원화시키
는 도시개발사업이었다. 1980년대 신제주 제1지구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본
격화 되었고, 1990년대 들어 제주시는 구제주(원도심)와 신제주라는 2개의 도
심부 형성이 더욱 고착화된다. 2000년대 이후 제주시는 도시 외곽으로의 시가
지 확산보다는 도시 내부의 정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2010년 이후 시민복지
타운(도남동), 이도 2지구(이도2동), 아라지구 개발과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사
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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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1 : 특별한 도시문제가 없이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 군집2 : 쇠퇴하는 도시
• 군집3 : 도시성장 문제 도시
• 군집4 :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그림 1) 도시쇠퇴 성장의 문제
자료 : Cheshire, Carbonaro and Hay(1986)

제주특별자치도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계기가 되었다.
2013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원도심의 5개 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관련 조례 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2017년 제주시 원도심지역을 대상으로 ‘2017 제
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2018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주시
원도심 5개 동 지역에서 그 대상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으로 확장하
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재생정책 수립과정과 특히, 2018년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립과정
과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물리적 개발 중심에서 도시의 사회·경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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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시키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
였다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도시정책 전환에 따른 도심의 쇠퇴 및
지역 간의 도시발전 불균형 해소와 제주시 원도심 일부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서 벗어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적 접근을 시도하
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
생의 필요성과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5년 만에 나온 계획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의 수립 목적은 ①제주지역 쇠퇴현황 진단 및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사 ②제주 도시재생의 비전 및 전략구상 ③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재생방향
설정 ④협력적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이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6~2025
년의 10년 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는 1차적으로 제주시 원도심지역
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2차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에 의거한 도시지역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과 범위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
이 수립되었으며 시간적·공간적 범위도 이와 연계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계획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이 제
시되었다. 대상지역의 선정은 도시쇠퇴 수준과 지역의 재생잠재력 분석을 통해 이
루어졌는데, 이는 당초 국가 도시재생정책에서 제시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
경 지표와 방법이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다. 이를 기초로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도
시쇠퇴를 측정하는 지표로 인구사회 분야 5개 지표(노령화지수, 순이동률, 인구변
화율, 기초생활수급자, 노년부양비), 산업경제 분야 7개 지표(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고차산업종사자수, 주요산업별종사자수, 총사업체수, 총사업체증감률,
총종사자증감률), 물리환경 분야 2개 지표(노후주택비율, 노후건축물비율)를 적용
하였다. 도시쇠퇴 진단지표는 당초 국가 도시재생정책에서 제시하였던 3개 분야와
유사하나 산업경제지표가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쇠퇴 지표의 종합적인 적용결과는 쇠퇴지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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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제시하였고, 상위 10%내 지역은 제주시 동지역(일도1동), 서귀포시 동
지역(천지동, 중앙동, 정방동)이었다. 제주도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는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성산읍이 상위 30%로 쇠퇴지수가 높게 분석됐다. 또
한 도시재생 우선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 쇠퇴지수와 함께 지역의 재생 잠재력
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잠재력 분석
을 위해 공간구조 분야 1개 지표(재해위험), 지역특성 분야 3개 지표(역사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를 적용하였다. 지역의 도시재생 잠재력 지표는 쇠퇴지표보
다 도시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공통지표의 한계를 가진다.

제주지역 쇠퇴지수 분석결과(%)

제주지역 잠재력 분석결과(%)

(그림 2) 제주지역 쇠퇴지수와 잠재력 분석결과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제주도의 경우도 잠재력 지표에 대한 대상에 보다 폭넓고 세부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계획에서의 제주도 잠재력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읍
면지역이 역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상대적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10%
내 지역은 제주시 한림읍, 구좌읍, 애월읍과 서귀포시 표선면으로 분석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전략 구상과정이 2016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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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주미래비전’의 도민참여 방식을 적용하였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제
주미래비전’은 제주지역 최초로 도민계획단을 운영하여 미래 제주의 방향과 기
본 전략을 제시한 계획이었다. 여기에서 제주가 가지는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
존’을 이끌어 내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정책의 기본가치로 활용되고 있
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도민
기획단’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전략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지역주민 주도의 기본
이념에 부합되는 방법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주시 도민기획단 21명, 서귀포
시 도민기획단 14명이 참여하였으며 6차례에 걸쳐 지역별 자산 및 가치 찾기,
현안이슈 도출,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등을 도출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도시재생비전과 목표는 상위계획 정합성, 도민기획단 운
영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쾌적하고 살맛나는 역사·문화·사람 중심 도시
제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 도시재생 관련 계획이 주로 상위계획 및 문헌검
토, 전문가, 행정기관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도민기획단이라는
지역주민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제주지역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초석 마련 -도 일원 5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우선지역 지정으로-

18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의 유형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
역’에 있다. 또한 동법 제113조 제4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을
인구(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사업체(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
이 발생되는 지역), 주택(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
계설정은 1개 또는 다수로 지정 가능하고, 활성화지역의 지정은 세부기준(인구,
총사업체 수, 노후주택)을 충족하는 읍·면·동의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접한 읍·면·동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경계설
정의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을 대상으로 검토를 수행하
였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구 감소, 사
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밀집 등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세부기준을 2개 이상 충족
하는 지역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기준으로 41개 읍·
면·동(제주시 24개, 서귀포시 17개) 중 20개(48%)의 읍·면·동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법정 쇠퇴기준에 적합하도록 분석되었다(그림4 참조).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을 대상
으로 활성화지역에 대한 정비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
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린재생형은 다시 대상지역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일반근린재생형’과 ‘중심시가지 활성화형’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에
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기초하여 ①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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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충족여부 ②상위 및 관련계획에 따른 재생 필요지역 ③전략적 정비 및
개선 필요지역 ④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 ⑤지역의
개선요구가 발생한 지역 ⑥민간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거나 추후 민간조직의 활
성화가 가능한 지역 ⑦지역의 정량적 여건 변화가 도시재생의 기회요소로 작용
될 수 있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지역의 정비유형을 제시하고 있
다. 아래 <표1>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지
역과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정비유형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의 도심권, 동부권, 서부권지역을 대상으
로 향후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공간적으로 제
주특별자치도 전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의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결과
예비지역

읍면동
도심권

제주시

동부권
서부권

도심권
서귀포시
동부권
서부권

유형

용담2동

근린재생형(일반형)

구좌읍

근린재생형(일반형)

조천읍

근린재생형(일반형)

한림읍

근린재생형(일반형)

한경면

근린재생형(일반형)

송산동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활성화형)

정방동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활성화형)

중앙동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활성화형)

천지동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활성화형)

효돈동

근린재생형(일반형)

예래동

근린재생형(일반형)

남원읍

근린재생형(일반형)

성산읍

근린재생형(일반형)

대정읍

근린재생형(일반형)

안덕면

근린재생형(일반형)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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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제주도 전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을 수립하고, 활성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지역 중 우선
순위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순위 선정의 근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 3-5-1(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도시재생 효과를 거두기 위해 활
성화지역 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과 3-5-2(활성화지역 간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항목은 해당 도시의 여건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특성화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석 방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예비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우선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
기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평가기준은 당초 도시재생활성화 예비지
역 선정 기준에 부합하되 보다 세부적이고, 대상지역의 세부 현황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쇠퇴수준 및 정도 분야 3개 지표(인구사회쇠퇴기준, 산업경
제쇠퇴기준, 물리환경쇠퇴기준), 상위계획 및 정책과 연계성 분야 2개 지표(도
시기본계획 부합성, 미래비전 부합성), 잠재자원 활용성 분야 2개 지표(자원분
포수, 국공유지 활용), 재생파급 효과 분야 2개 지표(주민 추진 의지, 재생의 시
급성) 등을 적용하여 정량적, 정성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서귀포 도심권(중앙동, 정방동, 천지동, 송산동)의 1개 지역과 읍·면지역 중 제
주시 구좌읍, 한경면과 서귀포시 성산읍, 대정읍을 포함하여 5개 지역을 선정하
였다(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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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 지정 적합지역도

도시재생활성화 우선 지역도

(그림 4) 도시재생 활성호 적합지역과 우선지역 선정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5개 도시재생활성
화 우선지역별로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구상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절차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등에 우선 대
상지역이 되는 것이다. 5개 우선지역의 도시재생방향은 대상지역의 정비유형(
근린재생형 중 중심시가지활성화형 또는 일반근린형), 행정구역, 활성화지역면
적 등을 제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대상지역의 자산현황에 기초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의 기본적인 방향과 도시재생활성화 추진계획 및 사업안
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표2>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우선
지역의 기본 방향과 추진계획 구상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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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우선지역 추진계획
대상지역

기본방향

•대상지 : 서귀포시 •원도심 활력증진 및 위상
서귀포시
원도심 (중앙동, 천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동지역
지동, 정방동, 송산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한 도
(중심
동, 동홍동 일원)
시기능 강화
시가지 활
•활성화지역 면적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
성화형)
1.40㎢
한 주민생활환경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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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일원
(일반
근린
재생형)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관
•대상지 : 제주시 한
광 및 지역 활성화
경면 신창리 일원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마을
•활성화우선지역(신
발전 여건 조성
창리 일원) 면적 :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공
0.64㎢
동체 재생

구좌읍
일원
(일반
근린
재생형)

•지역주체간 협력형 재생
•대상지 : 제주시 구
사업 발굴
좌읍 세화리 일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
•활성화우선지역
환경 개선
(세화리 일원) 면적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신
: 1.49㎢
산업 육성

성산읍
일원
(일반
근린
재생형)

•대상지 : 서귀포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도
시 성산읍 고성리
심지 기능강화
일원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내생
•활성화우선지역
적 재생 추진
(고성리 일원) 면적
•주민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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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대정읍
일원
(일반 근
린재생
형)

기본방향

추진계획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화
•대상지 : 서귀포시
산업 육성
대정읍 상모·하모
•역사관광(Dark Tourism)
리 일원
활성화를 통한 역사문화
•활성화우선지역(상
중심지기능 강화
모·하모리 일원) 면
•사람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적 : 1.56㎢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전략의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전략은 지역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계획에
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주민협의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담조
직이 협력하도록 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사업추진협의회, 행정협의회가 참여하
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생계획의 단계별 추진과정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
화 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시행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각 주체별 역할을 동
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여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계획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 정책 상담전문가 배치, 갈등영향분석 실시, 협상클리
닉센터 운영, 협상법 등 상시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중점을 두었다
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재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 방안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당초 국가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의 성격으로 국비 확보,
지방비 확보 등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제주특
별자치도의 재원조달 방안은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재원확보 방안과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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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형태는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국비(마중물사업비)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의 기본 정비방향과 특성을 살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이외의 중앙부처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
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국비 확보와 함께 지방비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
라 국비와 매칭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도시재생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정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재생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도시재생전담조직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능의 강화, 도시재생사업 성과 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공공재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발생가능성이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우려가 있다. 제주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고,
성과가 나타나면 기존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할 수 있다. 현재 주민협정을 통
한 개선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이행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주민협정에 대한 사항을 조례와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제도화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도시재생전략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금까지 계획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정책을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확대·전환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 소규모 생활밀착
형 사업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별로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도
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유형을 기존의 3가지 유형(근린재생형의 중심시가지형,
근린형, 경제기반형)에서 주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도시재생뉴딜
의 유형을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의 폭을 확장한 것과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
른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밀착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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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우선지역은 현재의 도시재생뉴딜 유형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
획에서 제시하는 예비 대상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서 제시하는 5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에서 중요시하는 주거환경개선, 생
활밀착형 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반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은 정부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물리적인 도시재개발 형태에서 사회·경제·문화·주거 등의 종
합적 형태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서 나온 1차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
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이 5년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재생정책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도
시재생활성화 우선지역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단계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조직
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우수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10년 계획을 넘어 도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역주민 주도의 계획과 사업의 추진,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할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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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삶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제주
이인호
제주국제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1

머리말
2018년은 제주의 디자인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이다. 지난해 하반

기에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제
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현황조사와 컨설팅이 시행되었다. 범죄예방 도시환
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및 우리 동네 안심골
목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2018 제주공공디자인 공모
전도 개최되었다. 올해 제주 디자인계의 큰 변화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직제 개편을 통해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여기에 3팀을 구성
하여 디자인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는 등 제주 디자인계에 커다란 변화를 준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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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제 출범
올해 하반기 직제개편으로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행해지던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가 디자인담당관실로 확대, 개편되고 여기에 디자인기획팀과 유니버셜디자
인팀, 그리고 공공디자인팀 등 3개 팀이 신설되어 제주의 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에 대한 영역이 확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디자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주
디자인센터 설립 추진, 공공브랜드 유지관리 및 확산지원(JQ마크, 제주심벌마
크, 캐릭터, 도시브랜드, 제주서체, 제주문양 등), 도, 사업소, 행정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디자인사업 자문 및 지원과 도시디자인 관·학 협력에 관
한 사항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과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추진 및 유니
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및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총괄(주관)에 관한 사항, 유니버
설 디자인 국제 세미나 등 확산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과 제주 표준형 공공디자인 개발, 제주공
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제주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마
련, 공공디자인 컨설팅에 관한 사항,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
항,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등도 진행
하게 되었다.

도시디자인담광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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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2017년 8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2018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를 맞았다.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도시 건축, 문화
재, 교통, 옥외광고, 범죄예방환경개선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등 각 분야의 전
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
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
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통해 제주의 공공디자인 정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도내 공공기관에서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
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을 심의하고 아름답고 쾌
적한 환경으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나이·성
별·장애 여부·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
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 전에 깊이있게 심의하고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현황조사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제주의 공공디자인 현황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4조에 의거해 공공시설물 등의 조사를 하도록 한 규정
에 따라서 도내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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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
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8개월간에 걸쳐 현황조사 용역이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
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범죄예방시설물 등의 공공시설물과 대중교통시각매
체, 보행안전시각매체, 편의시설시각매체, 범죄예방시각매체, 영상정보시각매체,
환경연출시각매체 등의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현황조사가 이루어졌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공공디자인 현황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현황조사에 따
른 공공디자인 조사·분석으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 공공디자인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기반 제시에 따라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
인 수립과 이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2.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최근 사회 급변화로 인한 범죄 증가와 다양화로 과거 인적요소에 의존한 범죄
예방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기회를 근원적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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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범죄예방을 위
한 건축법 개정 및 2015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발표하였다. 제주특별자
치도도 2014년부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추진과 같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으며, 2016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노후화된 구도심 및 도시와 농촌이 공
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및 사업자료가 부족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5조에 의거, 제주특별자
도 실정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다. 환경디자인 개선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역 특성
및 범죄유형 등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설정 등 예방행정으로 행
정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용역이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비전 및 기본목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제주특별자치
도 행정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2019년, 목표연도 2023년으로 하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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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에 걸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조사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
자인 시범사업 지역 제시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5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1.공공디자인 컨설팅 시행
공공디자인 컨설팅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공공용품 포함), 공

공시각매체 등 도·행정시·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시
행되었다.

정방동 명동로 입구 조형물 디자인(변경전, 변경후)과 시뮬레이션.
친환경 재료로 단순화 한 디자인으로 유지관리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고려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디자인 품질개선을 위하
여 사업의 내용, 방향, 계획수립, 설계, 디자인, 시공,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하
여 분야별 디자인 전문가를 지정하여 디자인·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등 디자인
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주의 삶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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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안내 사인. 해풍에 견딜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의 사용과 설치방법 제안

2.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11번길 17 서귀포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하여 공공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누구나 장애요소 없
이 이용할 수 있는 차별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의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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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적용하여 자동차로부
터의 안전과 보행에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편리하도록 하였고, 인도와 차도에 친
환경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무단 횡단을 방지하고 보도블록 패턴을 디자인하여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였다.

서귀포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하여 공공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고원식 횡단보도 적용(변경전, 변경후)

제주의 삶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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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패턴, 펜스 디자인 적용(변경전, 변경후)

3. 우리 동네 안심골목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동네 안심골목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노형동 이
화오피스텔 일대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셉테드)을 시행하였다. 최근 관
광객, 불법체류자 외국인 범죄, 사고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면서 시민
들의 안전의식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범죄예방 환경개선 조성사
업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도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1
개 지구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2014년 경찰청과 협업으로 사업대상지 6개
소 선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일대(44,700㎡)에 안내판 설치,
벽체벽화 설치, 태양광 난간등 설치, 디자인울타리 설치, 방범용 CCTV, 반사경 설
치 등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여 10월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을 완료했다.
셉테드 사업은 구도심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취약계층(아동, 여
성) 및 관광객의 범죄 발생 노출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디자인 개선
을 통해 범죄 발생 감소 및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근원적인 범죄 예방을 목적으
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 무근성 및 일도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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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대,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 및 시민회관 일대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일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사진

6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올해로 8회째를 맞은 ‘2018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디자인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8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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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을 위한
신선한 디자인과 아이디어의 발굴·제안을 통해 맑고 깨끗한 제주를 최고 수준으
로 보전하여 가치를 키우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제주를 디자인 하고자 하여 신
재생에너지 활용 디자인(자연채광 시스템, 풍력, 태양광 등)과 친환경 디자인(전
기자동차, 에코화장실, 공중정원, 옥상녹화 등)으로 공간, 환경, 시각 디자인 부
문 등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었다.
대학 및 일반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진행된 공모전은 대학 및 일반부는 사업
비 5억원 미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디자인 하게 하였고, 중·고등부는 사
업비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제안되었다.

일반부 금상 ‘Grow&Grow up Community Farm’. 김유진, 김은혜 (제주대학교)

특수학교 차별인식 완화 및 6차 산업 진흥을 위한 옥상 스마트 시티 팜은 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농장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유기적 형태를 온실 내에 활용
하였고, 휠체어 반경인 1.5m를 고려하여 동선을 구상하였다. 옥상정원 또한 완
만한 경사, 계단에도 장애인용 편의시설 등 공공성을 추가한 디자인이다.

204

도시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고등부 최우수 작 ‘태왁망실’. 강민선, 신민정, 한유진 (사대부고)

‘태왁망실’은 공공화장실로서 화장실 내부에 배치된 나무를 통해 눈의 피로를
풀 수 있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더불어 돌담을 이용한 내부디자인은
자연친화적인 제주의 특징을 담아 디자인하였다.

7

맺음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제 개편은 제주의 디자인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공공디자인에 각별한 관심을 가
져 주었고,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 개정 조례를 입법 예고하는 등 누구에게나 좋
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을 피력하여 주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고 컨설팅이 더해져 제주의 공공디자인의 초석이 마련되었
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로 제주의 공공디자인
은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

제주의 삶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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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공공디자인은 우리의 주위환경과 생활에 더 가까
워졌고 8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
여 공공디자인의 인식과 정립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9년에도 제주의 공
공디자인이 더 활기 띄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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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진단
- 김병무

2
2
3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 강진영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가 나아가야할 방향
- 조상민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진단1)
김병무
사단법인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사무국장

1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과정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은 2007년 7월 11일 환경부가 제주도를 기

후변화대응 시범도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과정>
o 2007년 07월 11일: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 협약 체결
o 2007년 07월 11일: 전국 규모로 전문가 33명으로 기후변화대응 TF팀 구성
o 2008년 03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기후변화대응 행정조직 신설
o 2008년 04월 22일: 기후변화대응 로드맵 수립 및 실천전략 발표
o 2008년 0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내 13개 기관과 기후변화대응 협력 협약 체결
o 2008년 04월~07월: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교육 실시
o 2008년 07월 30일: 제
 주특별자치도 안에 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추진본부
의 운영규정 제정
o 2008년 07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 착수
o 2008년 10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시범사업 개발
o 2008년 12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75개 실천사업 확정
o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아래와 같은 계획들을 수립

1) 필자의 박사학위 학위논문 요약·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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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2009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 1차년도」
- 2010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 2차년도」
-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 2014년: 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14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정·보완) 추진계획」
- 2015년: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위의 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저
탄소,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사회 조성’ 및 ‘도민의 생
명과 안전보장 및 지속가능발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향후
배출량 추이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기후변화대응 목표 설정 및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
립하고, 각 전략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확정하였다.

2

온실가스 배출량
2.1 배출량과 향후 추이
제주도는 2005년을 배출량 산정의 기준 연도로 하여 2008년에 처음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2005년에 소비된 에너지, 배출된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 하수발생량, 축산 사육 두수 등 다섯 부문의 활동자료(activity data)에만
기초하여 IPCC의 탄소 배출계수를 적용시킨 결과 배출량이 382만 톤으로 추정
되었다. 382만 톤은 2005년도 한국 전체 탄소배출량의 0.736%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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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만 톤 가운데 연료·전력 등 에너지 부문이 97.5%를 차지하였고, 폐기물 소
각·매립, 하수처리 등 환경관련 부문이 2.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에 다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한국 배출
계수에 기초하여 2005년도 기준 모든 부문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량을 배
출전망치에 기초하여 향후 배출량도 전망하였다.1)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향후 추이 (톤: CO2-등가/년)>
배출량 전망
대분류

중분류

배출량

2005년
대비 증감량

2030년
배출량

2005년
대비 증감량

668,434

697,693

+29,258

601,115

-67,319

상업공정

895,833

1,438,299

+542,466

1,963,801

+1,067,968

수송

1,210,345

1,481,559

+271,214

1,935,453

+725,108

산업

750,765

815,902

+65,137

847,054

+96,289

소계

3,525,381

4,433,453

+908,072

5,347,423

+1,822,042

경종

234,367

167,651

-66,716

165,684

-68,683

가축

115,119

173,404

+58,285

209,237

+94,118

소계

349,486

341,055

-8,431

374,921

+25,435

HFCs

50,879

56,305

+5,426

41,198

-9,681

의료용N2O

12,330

9,234

-3,096

9,066

-3,264

농축산

폐기물
처리

2020년

가정+공공
에너지

산업 공
정

2005년
배출량

전기사용SF6

2,068

10,104

+8,036

20,586

+18,518

소계

65,277

75,642

+10,365

70,851

+5,574

소각

4,196

17,909

+13,713

21,876

+17,680

매립

113,341

52,836

-60,505

36,301

-77,040

고형폐기물

2,646

14,645

+11,999

22,162

+19,516

하수/폐수

11,819

8,999

-2,820

8,257

-3,562

소계

130,002

94,389

-35,613

88,596

-41,406

4,070,146

4,944,539

+874,393

5,881,791

+1,811,645

총계

1) 2
 010년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기준 연도를 2005년으로 한 이유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목표설정 시에
사용했던 기준 연도인 2005년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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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2005년도 배출량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5
년 총배출량은 407만146톤이다. 2005년 한국 전체 배출량 (5억3,800만 톤)의
0.76%를 차지하고 있다. 도민 1인당 연간 배출량은 7.3톤이다. 총배출량 가운
데 분야별 배출량의 비율을 보면 에너지 분야가 86.6%를 차지하고 있고, 농축산
분야가 8.6%, 산업공정 분야가 1.6%, 폐기물처리 분야가 3.2%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분야가 주도하고 있다. 2005년
도 한국 전체 배출량 5억3,800만 톤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서의 배출량은 85.0%
인데, 이것을 제주도와 비교해 보면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 비중이 제주도는 한
국 전체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대비 2020년과 2030
년 배출량 전망에서 총배출량은 2005년에 비해 2020년에 21.5% 증가할 것으
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44.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증가를 분야별로
보면, 먼저 에너지에서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20년에 25.7%, 2030년에는
51.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5년 대비 2020년과 2030년의 배출량은 배
출원별로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총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20년에는 87만4,393톤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181만1,645
톤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대비 배출원별 2020년과 2030년의 배
출 증감량 추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대비 2020년
의 경우 에너지에서는 90만8,072톤 증가하고, 산업공정에서는 1만365톤 증가
하지만 농축산과 폐기물처리에서는 각각 8,431톤과 3만5,613톤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배출량 증가의 경우 산업공정이 54만2,466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수송(27만 1,214톤)과 산업(6만5,137톤)으로서 이 세 부문이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배출량 감소는 농축산의 경종이 6만6,716톤으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의 매립(6만,505톤)으로써 이 두 부문이 배출량 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에서의 배출량 증가가 두드러지기 때문
에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에너지전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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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주도
의 경우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제주도내에서 생산되
는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2005년 대비 2030년의 경우 에너지에서는 182만2,042톤, 농축산에서는 2만
5,435톤, 산업공정에서는 5,745톤 증가하지만 폐기물처리에서만 4만1,406톤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배출량 증가의 경우 2020년과 마찬가지로 상업공정이
106만7,968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송(72만5,108톤)과 산업(9만6,289
톤)으로서 이 세 부문이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배출량 감소는 2020
년과 마찬가지로 농축산의 경종이 7만7,040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공
정의 HFCs(9,681톤)로서 이 두 부문이 배출량 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전체적
으로 보면, 2020년보다도 에너지에서의 배출량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특이사항은 2030년에 에너지 부문의 가
정과 공공에서 배출량이 감소하는 부분이다. 일반시민의 영역과 밀접한 부분이
기 때문에 친환경 생활의 정착에 따른 감축 분으로 해석된다.
2005년 대비 2020년과 2030년 배출량 증감량의 위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감
축 부문이 적으면서 감축량도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5년 대비 2020년에
는 87만4,393톤이 증가하고, 2030년에는 181만1,645톤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된다. 이 증가량은 2020년과 2030년 모두 상업공정, 수송 및 산업부문이 주
도하고 있다.

2.2 감축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과 BAU를 기반으로 하는 향
후 배출량 추이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배출원별 2015년, 2020년, 2030년 감축
목표를 아래 3개 시나리오별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I은 ‘소극적 대응’으로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2010)가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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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II는 ‘적극적 대응’으로 시나리오 I에
신규 및 계획 예정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III은 ‘강력한 대응’으로
시나리오 II에 대한 보급률 및 잠재감축량을 향상시키는 경우이다.
위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시나리오 II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 별
도의 예산확보를 통한 추가 사업을 확보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시나리오 III
은 별도의 예산확보를 통한 추가 사업 확보에 기초하여 잠재감축량을 향상시켜
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사실상 감축목표의 실현
이 가장 가능한 것이 시나리오 I이다. 시나리오 I을 기반으로 하는 연도별 온실
가스 감축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시나리오 I에 의한 제주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톤: CO2-등가/년)>

배출원

배출량 전망치 (BAU)

감축목표량

2015년

2020년

2030년

2015년

2020년

2030년

가정+공공

694,129

697,693

601,115

135,091
(19%)

188,255
(27%)

194,478
(32%)

상업공정

1,252,810

1,438,299

1,963,801

142,771
(11%)

240,939
(17%)

258,984
(14%)

수송

1,365,127

1,481,559

1,935,453

41,145
(3%)

60,693
(4%)

60,455
(3%)

산업

775,722

815,902

847,054

60,142
(8%)

99,427
(12%)

94,873
(11%)

산업공정

77,208

75,642

70,851

-

-

-

농축산

324,123

341,055

374,921

74,368
(23%)

129,665
(38%)

225,407
(60%)

폐기물
처리

104,267

94,398

88,596

7,032
(7%)

7,032
(7%)

7,032
(8%)

계

4,593,386

4,944,539

5,881,791

460,549
(10%)

726,011
(15%)

851,239
(14%)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감축목표량을 퍼센트로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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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BAU에 기초하여 추정한 연도별 배출량에 대한 연도별 및 배출
원별 감축목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먼저 총 감축목표량을 보
면 BAU 대비 2015년에는 46만549톤, 2020년에는 72만6,011톤, 2030년에는
85만1,239톤을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감축량은 BAU 대비 2015년에
는 배출량의 10%에 해당하고, 2020년에는 15%, 2030년에는 14%에 해당한다.
위의 표에 있는 제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중앙정부가 한국 전체를 대상으
로 계획하고 있는 감축목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 감축목
표를 2020년에 BAU 대비 30%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구당
부담액은 21만7,000원이고, GDP에 미치는 영향이 0.49로 예측하고 있다. 반
면 2030년에는 감축목표를 37%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2020
년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2020년 감축목표 15%는 2020년 중앙정부의 국가 목표 30%보다 낮고, 2030년
감축목표 14%도 중앙정부의 국가 목표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주도
의 경우 가구당 부담액 등을 감안하여 감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
고 체계적인 정책 및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3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2012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과 2014년에 수립된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내용들은 2010년에 수립된 「제
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
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약간 수정·보완하여 2014년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
획(수정·보완) 추진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b)이 수립되었다. 「기후변화 대
응 종합계획(수정·보완)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은 2015년에 수립된 「제2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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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5a)에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2010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이것을 약
간 수정·보완하여 2014년에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정·보완) 추진계
획」에 기초하여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3.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기후변화 대응은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개별
사업들로 구성된다. 2010년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대응의 비전을 ‘기후변화를 녹색성장의 기회로’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3개 추진전략과 15개 정책을 선
정하여 총 75개 개별 사업을 선정하였다. 75개 개별 사업은 2008년에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시범사업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45개 사업들(교통신호대 LED로 교체 등) 중 이미 완성된 사업은 제외시키
고 새롭게 추가한 사업들이 포함된 것이다. 2010년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
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 3개 추진전략과 15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추
진전략은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이고 선도적인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완성,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탄소흡수원 확충,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에너지 절
약형, 사회체제 구축 등 5개 정책으로 구성시켰다. 두번째 추진전략은 ‘녹색성장
산업화’이고 저탄소 녹색관광의 활성화, 친환경농수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녹색
산업 R&D, 신재생에너지 확충,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등 5개 정책으로 구성시
켰다. 세번째 추진전략은 ‘사전예방 및 기회활용’이고 재해방지시스템 구축, 생
물종다양성 유지 및 확대, 새로운 소득 어종 및 작물 발굴, 수자원의 효율적 관
리,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등 5개 정책으로 구성시켰다.
그러나 제주특별치도는 2010년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
획」에서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의 비전과 목표는 그대로 따르면서, 2014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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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4개 추진전략과 14개 정책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러
한 수정·보완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기후변화 대응에서 비전은 그대로 ‘기후변화
를 녹색성장의 기회로’를 유지했고, 이 비전의 함의를 영문으로 ‘MIDAS JEJU’
로 표현하고 있다. MI는 Mitigative(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를 뜻하고, D는
Decreasing(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을 뜻하고, A는 Adaptable(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고)을 뜻하고, S는 Standard(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 대한 세계적 기준이 되는 제주)를 뜻한다.2) 즉,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변화
했거나 변화하고 있는 기후의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이
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계적 기준이 되는 제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기
후변화대응의 목표도 2010년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스탠다드’로
설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했다.

<제주도 기후변화대응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o 비전: 기후변화를 녹색성장의 기회로(MIDAS JEJU)
o 목표: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스탠다드
o 추진전략
- 추진전략 1: 기후변화대응 선진문화 조성
- 추진전략 2: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 추진전략 3: 녹색성장산업 육성
- 추진전략 4: 사전예방 및 기회활용

2014년 이후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은 현 체계를 유
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COP21에서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
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2016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

2) MIDAS는 전설 중의 하나로 손에 닿는 것을 모두 금으로 변하게 한 프리지아(Phrygia)의 왕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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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맵」을 확정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
도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이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없
는 섬 제주 2030」과의 연관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탄소없는 섬 모델도시의 정책
사업은 2030년까지 제주도내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도내
운행차량을 100%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배출량 전망에
서 보았듯이 에너지에서의 배출량 증가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없는 섬 정책은 제주의 중장기 환경정책 목표설정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응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하고 실천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2 추진정책과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전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추진전략별 추
진정책, 추진정책별 개별 추진사업을 구축하였다. 추진전략 1(기후변화대응 선
진문화 조성)은 3개 정책과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전략 2(저탄소 녹
색도시 실현)는 3개 정책과 1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추진전략 3(녹
색성장산업 육성)은 4개 정책과 1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전략 4(사전
예방 및 기회활용)는 4개 정책과 2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 기후변화대응의 추진전략별 추진정책>
추진전략

추진정책
선도적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2개 사업)

기후변화대응 선진문화 조성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강화(3개 사업)
도민참여 실천운동 전개(3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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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추진정책
탄소흡수원 확충(5개 사업)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8개 사업)
에너지 절약형 사회시스템 구축(4개 사업)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체계 구축(5개 사업)

녹색성장산업 육성

녹색산업 R&D 확대(3개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충(3개 사업)
새로운 소득 어종 및 작물 발굴(4개 사업)
재해방지시스템 구축(7개 사업)

사전예방 및 기회활용

생물종다양성 유지 및 확대(5개 사업)
수자원 효율적 관리(5개 사업)
기후변화대응 도민 안전장치 체계 구축(4개 사업)

4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의 진단
앞에서 검토한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 큰 틀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범지구적 차원에서 UNFCCC의 전략
에 기초하여 각 나라가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보편성과 자신의 특수성에 기초하
여 전략을 수립하고, 각 나라의 개별 지자체는 국가차원의 보편성과 지역차원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한국은 UNFCCC의 보편성도 반영
하고 있지만 한국 고유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더욱 초점을 두면서 전략을 수립하
고 있고, 제주도 또한 UNFCCC와 한국의 보편성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제주도
고유의 자연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특수성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제주의 대응전략은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인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온
실가스 배출행위인 자원과 에너지 소비에 따른 완화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변화된 또는 변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시민들의 적응전략도 수립되어 있지 않
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성숙한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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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의 문
화풍토를 소비주의에서 환경주의(environmentalism)로 전환시키는 전략도 포
함될 필요가 있다.3)
셋째,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자연에 기초한(nature-based) 전략과 기술에 기
초한(technology-based)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사회경제시스템을 자연과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예컨대 에너
지 사용량 감축,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후자는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을 그대
로 유지하면서 기후변화 완화 또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다(예컨대 에너지 효율성 증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등).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제주도는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이 간과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집행하는 데는 많은 재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고급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집행
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정과 이용 가능한 기술 등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도 하나
의 전략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전략에는
역량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기후변화는 농수축산 등 1차 산업, 환경생태계, 해수면 상승 야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제주도의 기후변화대응팀 만으로
는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응전략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 담당부서 조직을 강
화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 및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여섯째, 제주도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해야만 하는 명확한 계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계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 발생 및 위기의식의 고
3) 예
 를 들어,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를 제공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요인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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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다.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과 청정이미지를 중심
으로 농업·어업·축산 산업이 주로 발달해 있다. 제주도민의 기후변화대응 의식
조사에서도 육지부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
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기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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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강진영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1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필요성과 목적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Man and the Biosphere Pro-

gramme)의 틀 안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육상·해안·해양 생태계 또는 이들
이 조합된 지역으로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MAB/ICC(인간과 생물
권계획 국제 조정이사회)에서 지정한다.
생물권보전지역(Man and the Biosphere Reserve)은 생물의 지리학적인 지
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있는 지역, 그리고 지속가
능한 발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역공동체, 민간의 참
여가 가능한 곳을 지정한다.
자연·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 그리
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 향상을 위하여 1971년 유네스코가 설립한 정부 간
프로그램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를 위한 것이다. 생
물권보전지역을 보호하는 핵심지역과 핵심지역을 보호하고 보전 목적을 저해하
지 않는 연구, 교육, 생태관광 등을 할 수 있는 완충지역 및 지속가능한 환경농
업, 관광 등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등 자원의 이용 및 관리하는 전이지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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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며 국내법으로 관리한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2002년), 신안다
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고창군(2013년) 총 5개 지역이 지정되었고,
2018년 7월 전남 순천시가 추가 지정되었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지역과
주민이 사는 곳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협력구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이 높은 곶자왈 등 생태계 우수지역과 섬 연안 및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섬 전역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보
전, 발전, 지원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과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왔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하여 제주도의 비전인 청정과 공존에 대한 실현 도
구로써 작동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전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① 우수한 생태계서비스 기능 보전
제주도는 생성과정, 지형적 특성, 야생 생물상, 그리고 경관 구조 등으로 보았
을 때 독특한 자연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각 환경유
형에 대한 이용이나 개발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와 관련한 연구에서 서식처질이 우수한 지역은 약
68,012ha로 제주지역 전체 면적의 약 36.8%에 해당한다. 최근 우수한 생태계
서비스 지역이 개발 압력에 의해서 점차 줄어드는 점을 고려할 때 생물권보전지
역의 확대를 통하여 개발보다는 ‘현명한 이용 개념’에 의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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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 생물종 보전 강화
제주도는 아열대·난대·온대·한대 및 아고산대에 걸쳐 2,000여종의 관속식물
과 곤충 등 6,300여종의 육상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해양지역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인 서귀포해양도립공원에는 국내 유일의 아열대
성 연성산호 군집이 발달해 있으며, 230여종의 어류와 110여종의 해조류가 서
식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해양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800여종의 어류, 420
여종의 해조류를 포함한 2,000여종의 해양생물종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생물권
보전지역의 확대를 통하여 해양생물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속 가능한 생
물종 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다양성 보전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지구상의 연안 및 도서지역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며, 해양뿐만 아니
라 육상생태계의 질서가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한라산 식생대의 변화도 관찰되고 있으며, 그 중 한국의 고유
식물(endemic plant)이며 IUCN 적색목록(Red list)에 포함된 구상나무(Abies
koreana) 숲은 최근 10년(2006~2015년) 동안 전체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12.3ha가 감소되었다. 더욱이 현재의 구상나무 중 고사목의 비율이 45.9%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0년 이후 전체 고사목 중 20.7%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아고산대에 서식하는 희귀곤충은 발견종이 감소하고 아열대성 조류의 등
장과 겨울 철새의 텃새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양의 경우에도 아열대성 어류의
증가, 해조류 군락 소멸, 산호군락 생성 등으로 어족자원이 변하고 있고 여름철
에는 해파리가 다량 발생하고 갯녹음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
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전 세계와 공유하면서 적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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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제보호지역 확대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육지 및 수면을 점점 더 많이 점유하면서 각국 정부는
개발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보호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보전 조
치의 네트워크를 넓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을 위한
2011-2020전략 계획(아이치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적어도 17%의 육지 및
내수 구역, 10%의 연안 및 해양구역, 특히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
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 및 정부의
추진 방향에 맞게 제주도의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현재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제주도내 자연생태적·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중산간 이하의 소형화산체(오름), 곶자왈, 해안 등에 서식하는 고
유한 생물종 및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체계를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통해 확보
하여야 한다.
⑤ 주민의 요구 증대
대한민국 정부(환경부)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태관광
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관광지정제도를 2013년 처음 도입, 환경적으로 보전가치
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
정해 왔다. 생태관광은 대규모 단체 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제주도에는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가 선흘리 동백동산, 저지리 곶자왈과 오
름, 하례리 효돈천 3곳이 있다. 이 중 저지리와 하례리는 생물권보전지역에 속
하는 마을로 생물권보전지역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생
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생물다양성
보전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모범적인 생태관광마을이다.
또한 제주도 내에 생태우수마을에서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태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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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성화하고,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실정이며 주민 의견조사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 506명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73.4%(371명)가 확대에 동의하였으며, 반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94.7%(479
명)가 확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을 포함한 제주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235명)로 나타났으며,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제주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90명)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 설문조사에서 제주 주민은 생물권보전지
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권고사항의 이행 및 생물권보전지역 기능의 최적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2002년 지정 시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 국제조
정이사회로부터 제주도 섬 전역 및 해양지역까지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하라
는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권고 사항과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 기능인 보전, 발
전,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생물다양성 브랜드 가치 활용의 확대를 통해 생물권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마을주도형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활성
화하기 위해 주민이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까지 협력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BR 구획화를 최적화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
육뿐만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의 현명한 이용 등 MAB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
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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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구획(안)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정’에 따라 전문가, 관련기관 등과 여러 차

례의 논의를 통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국내법으로 보호를 받
는 지역 중에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으로 하였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과
국립공원을 둘러싼 국유림, 일부 곶자왈을 포함한 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
역인 4개의 부속 섬과 두 개의 하천,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3만9,951ha이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싼 생태계 우수지역과 도립공원, 무인도 등으로
총 면적은 7만2,286ha이다.
협력구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 구역과 본도 경계·해
양지역 핵심·완충구역 경계로부터 5.5km 이내 지역과 추자면의 섬을 연결한 지
역으로 총 면적은 27만4,957ha이다.
2002년 지정된 이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경험에 비추어 생물권보전지역 모
니터링 대상이 되는 지역을 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
였다. 지형 및 기후적 특성에 따른 섬 전체 생물종의 다양한 분포 특성과 생태
적인 서식처의 연결성,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수직적·수평적 이동 모니터
링 등을 위해 섬의 일부에 한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관리보다는 섬 전체
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다양한 생물종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최상의 접근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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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ha)

구분

육상

해양

전체

비율

핵심구역

28,975

10,976

39,951

10.3%

완충구역

52,353

19,933

72,286

18.7%

협력구역

103,287

171,670

274,957

71.0%

전체

184,615

202,579

387,194

100.0%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구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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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국유림지역, 일부 곶자왈
을 포함한 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인 4개의 부속 섬과 두 개의 하천, 해
양보호 구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지역의 총 면적은 3만9,951ha로 국
내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문섬·범섬을 포함한 천연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인 제주연
안 연산호 군락지는 효과적인 보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곶자왈을 포함한 생태계보전지역과 차귀도·마라도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 구역과 사수도 바닷새 서식지 천연기념물,
우도 홍조단괴해빈 천연기념물은 면적은 작으나 주변 지역이 완충구역으로 설
정되어 있다.
설정된 핵심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은 국내법 중 자연공원법
과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 중 한국의 유산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법이다.
그 밖의 핵심구역 보존과 관련한 법은 산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들 핵심구역은 모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전가치
가 높은 지역이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총 면적은 7만2,286ha로 육
상지역은 5만2,353ha, 해양지역은 1만9,933ha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
한 오름·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절대보전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상대보
전지역,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핵심구역에 접하거나 둘러지는 지역으로 환경교
육, 휴양, 생태관광, 연구 등에 부합하는 지역이다. 해양지역으로는 자연공원법
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해양도립
공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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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구역의 육상지역은 주로 임야(38.56%)와 목장(14.27%)으로 사용되며,
핵심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다. 대체로 해발 200~600m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GIS체계에 따라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완충구역에서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환경교육, 휴양, 생태관광 및 환경친화적
1차 산업(목장, 약초·버섯 등 재배 및 어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확장 이전의 현재 협력구역에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아 주민협력을 통
한 발전 및 추진이 더딘 경향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협
력구역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제주도의 정책 추진에 지속
가능발전 접근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구역은 완충구역 바깥지역으로 육상지역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m 이하
지역으로 과거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지역이며 주거지, 농경지 등
생업활동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양지역은 본도 경계선 등으로부터 5.5㎞
이내 지역으로 해양 협력구역 내에 마을 어장이 포함되어 있어 어업, 수산물 채
취와 같은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협력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수자
원보호법 등에 의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다. 과거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며, 돌담문화, 해녀문화, 신앙(당)문화, 제주어 등을 형성하고 발전시킨
지역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을 통해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의 연속과 문화의 향유
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해양-섬’으로 이뤄지는 복합생태계로 생태계의 보
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핵심구역-완충구역-협력구역’을 구획하였으며, 각
구역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생물다양성이 풍
부하고 국내법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주변
을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영천과 효돈천 천연보호구역을 육상의 핵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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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양의 핵심구역을 연결하는 축으로 하여 육상-해양생태계를 연결시켰다.
또한 육상의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구역 곶자왈을 중심으로 생태계 우
수지역과 해안지역의 완충구역을 연결시켜 구역별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설
정하였으며, 그 주위를 해양의 협력구역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구획하였다.

3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
1) 경관, 생태계, 종 및 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기여
핵심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국유림지역과 일정 규모이

상의 생태계보전지역(법적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인 4
개의 부속 섬과 두 개의 하천,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3만9,951ha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는 섬 중앙에 위치한 고도 1,950m의 한라산으로 인해 아열대에서 아한
대 기후대까지 수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 중 한라산국립공원과 국
유림지역은 고산성 관목림, 상록침엽수림, 낙엽활엽수림 및 난대상록활엽수림
이 분포하며, 많은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은 201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931 분류군의 관속식물
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 관속식물 2,000여 분
류군의 약 46.6%에 해당해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요철지형과 북방과 남방한계식물이 공존하는 독특
한 식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곶자왈은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법적으로 행위제한
등의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생태계보전지역이다.
문섬·범섬, 마라도, 차귀도 등 천연보호구역과 해양보호구역은 미기록종의 동
식물과 신종 출현이 높고 해양생태계에서 중요한 지역이며, 천연기념물인 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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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기와 슴새 서식처이기도 하다.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는 국내 유일의 아열
대성 연산호 군집 등의 해양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학술적 가치가 큰 한국특
산 해양생물이 다수 출현하며, 남방계 생물종다양성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다.
또한 제주도는 제4기에 형성된 화산섬으로서 섬 중앙에 위치한 순상화산체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주변부에 용암대지와 360여개의 소형화산체(오름)가 분포
하여 독특한 지형경관을 이루며, 해안가에는 주상절리, 파식대, 해식동굴 등이
발달하여 우수한 경관을 지니고 있는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보유하고 있
는 지역이다.
이처럼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육·해상지역 모두 뛰어난 생물다양
성을 보유하고 있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거나 손
실을 저감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연구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보전에 기여할 것이다.

2) 사회·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인간개발 강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으로 현무암과 거센 바람·파
도로 인해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척박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었다. 그러나 제
주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과 공존하며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자연과 인간
이 공존하는 삶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많은 활동들을 통해 사회, 문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예를 들어, 2012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생
물권 보전지역 상품 브랜드(로고) 개발을 위해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
담회가 진행되었으며, 2013년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브랜드 지침을 마
련하였다.
2014년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시범마을 프로젝트 사업은 저지리와 하례
리 마을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공무원, 주민, NGO,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주민 스스로 자연보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자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231

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주변 마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 확산과 생물
권 보전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완충구역과 협력구역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유적지 등을 지니고 있는 매력
적인 관광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지니고 있는 우
수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1차 산업(농업,
어업, 목축업, 임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주민들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의식은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시
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제주도 생물권보전 확대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사회·문화적인 주요 활동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자원 보전과 환경적인 저해를 최소화하는 개발을 통
한 환경자원 총량 보전 원칙 도입
②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원훼손 행위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
여형 자연자원 관리
③ 곶자왈 등 제주도를 상징하는 대표적 환경자원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는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
④ 제주지역 농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농업 확산
⑤ 환경오염원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태양열,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지
속가능 관리
⑥ 공동목장 등 공존과 공익적 활용 방식 보전, 지하수 공유자원의 지속관리
⑦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준 높은 생태관광
운영
⑧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상품화를 통한 주민의 이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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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지역·국가·지구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문제와 관련한 시범사업,
환경교육, 훈련, 연구, 모니터링 지원 강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국립공원 사무소, 환경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의
해 제주 생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
국 환경부에서는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 동식물을 서식지 외에서 체
계적으로 보전 증식할 수 있도록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제주도에
서는 한라수목원 외 2개 기관이 멸종위기 식물 서식지조사, 증식 복원, 정보구
축,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의 핵심지역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등 다양한 모니터링과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장기 연구 과제를 매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연
구원에서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모니터링과 연구활
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2012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
크 공동사무국으로 지정을 받고 지난 5년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기후변
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
료로 제공하였다. 또 네트워크 회원국들과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섬 연안 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를 위한 교육의
주도 및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세계유산본부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
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을 2개 마을(저지리, 하례리)을 대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생태관광 사업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한 마을 주민 스스로 보전의식
과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 생태관광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교육시범도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으며, 매년 환경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아기 아이들부터 성인들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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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 프로그램까지 주민뿐만 아니라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광객을 대
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관련 기관과 시민 환경 단체를 중심으
로 운영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내 모니터링 및 연구활동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며, 환
경교육을 통한 주민의 강화된 환경의식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환경교육과 훈련, 연구, 모니터링 등은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제주의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얻거나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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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2년 Carbon Free Island(이하 CFI)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나
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30년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100%, 수송부문 전기차
100%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주의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국내외에서 상당한 관
심을 끌었으나 당시 국내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크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작년 정부가 에너지전환 비전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제시하면서 제주도 CFI 계획의 선도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 CFI 계획
의 성공은 단지 제주도 에너지정책의 성공으로 한정되지 않고 국가적, 나아가 전
세계적 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FI 계획이 수립된 지 벌써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관련 기술과 산업은
발전하였고 앞서 말했듯이 도내외 에너지 정책 여건도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비전으로서의 CFI 계획은 훌륭하지만, 계획으로서의 CFI 계획은 구체성과 실행
력에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그간의 CFI 계획 이행실적 평
가에 근거하여 기존 CFI 계획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구체화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지역에너지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기차계획 등 제주
도의 에너지계획 들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으로서의 CFI 계획의 위상과 체계를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가 나아가야할 방향

235

확립하여 에너지정책을 통섭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주도는 CFI 계
획을 보안하고 수정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에 착수하였다.

1

대내외 여건 분석
우선 대내외 여건 분석에 기반하여 제주도의 CFI 계획과 관련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제주도의
CFI 계획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의 역량과 정책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가
장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CFI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
을 위한 공공차원의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였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해상
풍력 최초 도입 등 관련 기술의 실증과 기술검증의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이 오히려 에너지 자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련
한 비즈니스모델의 도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편
중된 산업구조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의 육성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
너지 포트폴리오 구성, 에너지경영 및 기술관련 R&D 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
가 있었다.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
표는 11.6%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최근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0%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상향되었다.
에너지전환 비전 하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수요관리 강화 및 신산업 육성
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관련 신산업 분야 투
자가 확대되고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발전, O&M,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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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tream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제조업에 집중된 에너지 산업 구조에
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
면서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역량제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
지자립과 환경보전 등 가치 간의 충돌은 점점 심화·확산되고 있고, 변동성 재생
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계통 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정
부 정책과 제주도의 정책간의 격차도 CFI 계획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여건 분석을 종합하여 SWOT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제주도의 CFI 정책여건 SWOT 분석
강점(S)
S1 : 공공부문의 높은 역량 및 정책의지
S2 : 우수한 청정에너지 자원 보유
S3 : 풍력, 스마트그리드 등 실증 경험 다수
S4 : 친환경 산업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전기차 등)

기회(O)
O1 :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
O2 : 국내외 청정에너지 시장 성장
O3 :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
O4 : 발전, O&M, 서비스 시장 확대

약점(W)
W1 : 1차 및 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W2 : 변동성 재생에너지 중심 포트폴리오
W3 : R&D및 원천기술 등 제반 역량 미흡
W4 : 에너지 경영, 기술 등 전문인력 부족

위협(T)
T1 :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부하 증가
T2 : 에너지자립–환경보전 등 가치간 충돌
T3 : 재생에너지 확대로 계통안정성 저하
T4 : 정부 정책과 제주도 정책간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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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 평가
다음으로 제주도가 그간 추진한 CFI 이행실적을 분석하였다. 이행실적 분석

을 위해 우선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평가체계는 향후에도 제주도가
CFI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이행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하
게 될 것이다.
평가체계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구축
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3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였고, 제주도가 CFI를 추진하
는 목적과 CFI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주요 지표로 선정하고 평가단의
자문을 통해 확정하였다. 평가단은 제주도청의 CFI 관련 정책 담당관, 그리고
외부 전문가 2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평가단은 도내에서 CFI 계획과
정책에 대해 가장 이해가 높은 당사자 및 전문가로 볼 수 있는데, 담당관과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함으로써 민과 관의 CFI 이행실적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단계로 평가지표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가중치 도출은 평가지표
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를 통해 이루어졌다. 1계층 가중치 산정결
과 CFI 보급 확대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CFI 산업
육성,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지표는 CFI 기반 구축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2계
층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CFI 산업-일자리 창출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는 CFI 계획이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CFI 발전확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 또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CFI 건물확대, 기후-에너지 성과와 같이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지표들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고, CFI 홍보-확산은 가장 중요도가 낮은 지표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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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이행실적 평가체계 및 가중치 평가 결과
평가지표
계층 1

계층 2
1.1. CFI 발전확대
1.2. CFI 수송확대

1. CFI 보급 확대
1.3. CFI 건물확대
1.4. 기후에너지 성과

2. CFI 산업 육성

2.1. CFI 산업일자리 창출

가중치 평가 결과
계층 3

전체

1.1.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3. CFI 기반 구축

3.2. CFI
홍보- 확산

전문가

0.129(▲) 0.081(▽)

1.1.2. 신재생에너지 믹스 개선

0.067

0.070(▲) 0.061(▽)

1.2.1. 전기차 보급 확대

0.077

0.066(▽) 0.082(▲)

1.2.2.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0.070

0.100(▲) 0.042(▽)

1.3.1. 스마트계량기 및 고효율
설비 보급

0.042

0.037(▽) 0.046(▲)

1.3.2.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0.018

0.014(▽) 0.022(▲)

1.4.1. 온실가스 배출 감축

0.046

0.047(▲) 0.043(▽)

1.4.2. 최종에너지 소비 절감

0.032

0.029(▽) 0.035(▲)

2.1.1. 생산액 증대

0.084

0.075(▽) 0.095(▲)

2.1.2. 부가가치 창출액 증대

0.059

0.055(▽) 0.064(▲)

2.1.3. 종사자 증대

0.079

0.068(▽) 0.093(▲)

0.075

0.062(▽) 0.093(▲)

2.2. CFI 기술개발 2.2.1. 연구개발 투자 확대
확대
2.2.2. 논문 및 특허 확대
3.1. CFI 조직인프라 확대

담당관

0.105

0.025

0.020(▽) 0.032(▲)

0.065

0.076(▲) 0.054(▽)

3.1.2. 전담 이행 기관 운영

0.048

0.052(▲) 0.043(▽)

3.1.3. 조례 /규칙 제 /개정

0.049

0.049(-) 0.049(-)

3.2.1. 교육 /홍보 확대

0.034

0.028(▽) 0.042(▲)

3.2.2. 우수사례 개발 및 확산

0.024

0.024(▲) 0.023(▽)

3.1.1. 제주도청 전담 조직 운영

3단계로는 평가지표별 이행실적을 평가하였다.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각 지
표별 성과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성과평가 기초자료는 주로 정량적 분
석을 위주로 전국과 제주도의 비교, 목표 대비 달성도 비교 등을 통해 객관적으
로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평가는 9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이행실적 평가결
과는 평균 6.34점으로 나타났다. 보통이 5.0, 매우우수가 9.0임을 고려하면 대
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다만 도청의 정책 담당관(7.12)들에 비해 외부
전문가들(5.44)의 평가 결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이 판단하는 것보다
는 민간이 CFI 이행실적에 대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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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FI 기술개발 확대(2.2.1, 2.2.2)와 관련한 지표들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
다. 또한 담당관들은 지표들의 평가점간 편차가 적은 반면 외부 전문가들은 지
표간 편차가 커 전문가들이 CFI 이행실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으로 접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1.1.1), CFI 수송확
대(1.2.1, 1.2.2)는 중요도도 높고, 평가결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1.2.1)의 경우 8.00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러나 연구개발 투자 확대(2.2.1), 생산액 증대(2.1.1)와 같이 CFI 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표들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는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에너지빌딩 도입(1.3.2)과 논문 및 특허 확대(2.2.2)는
중요도와 평가 결과가 공히 낮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1.4.1), 조례/규칙 제/
개정(3.1.3)은 중요도가 낮은데 반해 평가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CFI 이행실적 평가 결과
평가지표
계층 1

계층 2
1.1. CFI 발전확대
1.2. CFI 수송확대

1. CFI 보급 확대

환경

전체

담당관

전문가

1.1.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층 3

7.73

8.25

7.14

1.1.2. 신재생에너지 믹스 개선

6.73

7.13

6.29

1.2.1. 전기차 보급 확대

8.00

8.38

7.57

7.87

8.25

7.43

6.33

6.75

5.86

5.00

5.88

4.00

1.4.1. 온실가스 배출 감축

7.07

7.38

6.71

1.4.2. 최종에너지 소비 절감

5.60

6.63

4.43

1.2.2.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1.3.1. 스마트계량기 및 고효율 설
비 보급
1.3. CFI 건물확대
1.3.2.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1.4. 기후 에너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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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계층 1

2. CFI 산업 육성

계층 2
2.1. CFI 산업 일자리 창출

이행실적 평가 결과
계층 3

전체

담당관

전문가

2.1.1. 생산액 증대

5.47

6.25

4.57

2.1.2. 부가가치 창출액 증대

5.93

6.75

5.00

2.1.3. 종사자 증대

5.87

7.00

4.57

5.53

7.25

3.57

4.20

5.25

3.00

3.1.1. 제주도청 전담 조직 운영

6.80

7.50

6.00

3.1.2. 전담 이행 기관 운영

6.67

7.88

5.29

3.1.3. 조례 /규칙 제 /개정

6.87

7.50

6.14

3.2.1. 교육 /홍보 확대

6.27

7.00

5.43

3.2.2. 우수사례 개발 및 확산

6.13

7.13

5.00

2.2. CFI 기술개발 2.2.1. 연구개발 투자 확대
확대
2.2.2. 논문 및 특허 확대

3. CFI 기반 구축

3.1. CFI 조직인프라 확대
3.2. CFI 홍보-확산

평가결과를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번
째는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CFI 관련 산업의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경우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이행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와 강도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수용성의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계통안정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FI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생산액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CFI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수단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이행체계를 적극적으
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주도의 산업 특성과 대내외 정
책 여건을 고려할 때 제조업보다는 발전업과 서비스업과 같은 Down-stream
분야에서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두번째는 비록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지표들의 가중치가 상대
적으로 낮았지만, 비용효율적으로 CFI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급주도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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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관련 신산업 육성으로 에너지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여 해당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도 수요관리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비전과 목표
이상의 여건분석과 역량분석, 그리고 이행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제주도 CFI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선 비전은 ‘Carbon Free Island JEJU’로
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구성하는 핵심가치로는 ‘청정’, ‘안정’, ‘성장’을 도출하
였다. 청정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용하면서 도민들이 수익을 창
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전과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정책목표는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두번째는 「수송부
문 전기차 100% 달성」이다. 세번째는 「최종에너지 원단위 0.082 TOE/백만원
달성」,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이다.
전력수요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이
다. 하지만 HVDC와 도내 중앙발전기들을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수
요의 100%에 대응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전기차 100% 또
한 쉽지 않은 목표이나, 이는 2012년 당초의 목표를 계승하여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최종에너지 원단위 0.082 TOE/백만원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이 제시한 목표이다. 인구 증가와 GRDP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
지 수요관리를 통해 2018년보다 낮은 수준의 최종에너지 원단위를 달성하겠다
는 목표이다. 마지막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는 기존의 파편화된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유발하고 도민들의 수익 창출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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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5가지를 선정하였다.
① 신재생에너지 기반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 ② 전기차와 충전
소 확대로 청정 수송 시스템 달성 ③ 에너지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사회 구현 ④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⑤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그것이다.

CFI 비전, 목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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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과제별 주요 정책수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과제별로 효과적인 세부 정책수단들을 발굴하여 추

진해야 한다. CFI 목표 달성을 위한 각 정책과제별 주요 정책수단은 다음의 표
와 같다. 정책수단별로 단계별 목표와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앞
서 제시한 평가체계에 기반하여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①신재생에너지 기반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은 크게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한계용량 및 유연성 증대로 구
분할 수 있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자원 개발사업, Power to
Gas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②전기차와 충전소 확대로 청정 수송 시스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인센티브 확대 및 인프라 구축과 내연기관 운행 금지로 구분된
다. 전기차 전환 지원, Carbon Free Zone 도입 등의 세부 정책수단을 포함한
다. ③에너지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은 고
효율 에너지사용 기기 및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도입, 건물부문 에너지관리 프로
그램 운영으로 구분되며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도입, 제주 에너지 소비총량제 시
행 등의 세부 정책수단이 제시되었다. ④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세부 정책수단은 에너지분야 블록체인 사업, 재생에
너지-전기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제안되었고, ⑤도민참여 에너지 거버
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역량(인력, 예산) 강화, 제주 CFI 금융
상품 출시 등의 세부 정책수단이 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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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주요 정책수단
신재생에너지 기반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 주요 정책수단
•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 베란다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 감귤폐원지 전기농사 사업
•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
• 마을 재정자립을 위한 풍력자원 개발사업
• 육상풍력지구 지정에 의한 풍력자원 개발사업
• 공공주도 해상풍력자원 개발사업
•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연료전지, 해양, 바이오,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신재생에너지 한계용량
및 유연성 증대

• HVDC 용량 증대
• Power to Gas 도입
• 수요자원 보조서비스(Auto DR) 도입
• 신재생에너지 ESS 의무화 및 증감발 제약 부여
• 풍력단지 예측 및 제어 시스템 도입

전기차와 충전소 확대로 청정 수송 시스템 달성 주요 정책수단

인센티브 확대 및 인프
라 구축

내연기관
운행 금지

• 전기차 전환 지원
- 전기차 보급 확대
- 감/폐차 지원과 연계한 전기차 보급
-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 전기차 충전 및 이용 불편 제로화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 관광지 및 숙박시설 충전인프라 구축
- 전기자동차 이용 통합서비스 제공
• 전기차 이미지 강화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성장
- 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 육성
- 전기자동차의 날 및 주간 운영
- 전기자동차 글로벌 쇼케이스 제주 홍보
• 내연기관 금지정책 로드맵 발표
• 공공부문, 선도기업 시범사업 추진
• Carbon Free Zone 및 운행제한 스티커 도입
• 규칙/지침, 조례 제개정을 통한 신규도입 및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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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주요 정책수단
에너지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사회 구현 정책수단

고효율 에너지사용
기기 및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도입

• 고효율 에너지사용 기기 보급
- LED 조명 보급 : 가로등,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 고효율 전동기기, 인버터, 변압기 보급
-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보급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도입
- AMI 설치 보급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도입

건물부문 에너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 제주 에너지 소비총량제 시행
• 제주 에너지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주요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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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Down-stream
산업 육성

• 배터리 재활용 ESS 활용 비즈니스모델 확산
- EV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건물용, 충전소용, 발전소용)
• 에너지분야 블록체인 사업 도입
- 에너지P2P 및 가상넷미터링
- 전기차 요금 결제
• E-mobility 통합 서비스 신산업 육성
- VPP, ESS, EMS 연계 V2X 비즈니스모델 도입 등
- 제주형 E-mobility 시스템 구축 : VPP, 국민 DR 연계

RE-EV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계획 수립 및 공모 참여
• 관련 기술 R&D 수행 및 전문인력 육성
- 다학제 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연구인력 육성
- 기존 산업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 블록체인 활용 요금 결제 및 전력 거래 등의
비즈니스모델 실증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주요 정책수단

도민 참여형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전문성 강화 및 이행평가 체계 마련
• 지역에너지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제주에너지공사의 역량(인력, 예산) 강화
• 재생에너지 관련 자연환경 및 경관 등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 마련
•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모델에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제도화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확대 및
기반 구축

• 제주형 공공주도-도민참여 재생에너지 개발 모델 적용
• 제주 CFI 금융상품 출시
- CFI 융자상품 출시
- CFI 펀드 출시

5

결론
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국내외 에너지정책 여건 변화로 인해 제주도가 CFI 계

획을 이행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CFI 목표 달성 측면에
있어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CFI 계획의 구체성 확보와 효과적인 추진
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증가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
도의 CFI 이행실적은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진한 부분들과 개
선사항들 또한 분명하게 드러났다. 새로운 목표와 정책과제들은 이러한 대내외
적 여건과 요구, 그리고 평가에 기반하여 제시되었다. 새로이 제시된 정책과제
들과 세부 정책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나
아가 제주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전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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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 현황 및
향후 방향
- 김승원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 현황 및 향후 방향
김승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장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어진 이주열풍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유입인구 및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GRDP(지역
내총생산)의 성장률이 높고 주택 재고 증가속도가 빠르나, 주택가격이 크게 상
승하고 주택매매거래량은 감소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사회적 변화에 맞
춰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기존 주택종합계획(2010~2020
년)상 2020년 계획인구가 이미 2015년에 초과됨에 따라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 및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실정에 맞춘 주거종합계획
(2018~2027년)을 수립하고 12월 12일 이를 도민사회에 알렸다.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호, 국민임대 3,000
호, 임대 후 분양 1만호 등 총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급여,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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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지원, 농어촌 주택개조 사업 등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 내용으로 담았다.
더불어 청년·일자리·복지부서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주거복지센터 모델을 개발
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계층 맞춤형 정보제공 및 사람중심의 주거
복지를 향해 단순한 목표 제시만이 아니라 연도별 구체적인 물량과 추진 주체의
구분, 제도적인 지원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

주택시장 관련 현황 및 여건
1)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제주도 총인

구는 60만6,000명으로 2010년~2015년 동안 53만2,000명에서 7만4,000명
(13.9%)이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했을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8년 10월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69만1,000명으로 최근 3년 사
이 8만5,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당분간 인구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노
령화 지수 증가 및 타시도의 젊은 층 인구 유입으로 1~2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
로도 예측된다.
<표 1>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인 가구

12.7

15.8

16.6

21.5

24.0

26.5

2인 가구

11.9

16.1

19.1

22.5

24.8

26.5

3인 가구

15.4

18.3

19.5

19.1

19.2

19.9

4인 가구

24.6

27.5

27.1

23.7

20.4

17.4

5인 이상 가구

35.4

22.3

17.7

13.1

11.6

9.7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 2027년 장래추계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6.7%로 전망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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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재고 및 공급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재고는 2015년 19만5,000호이며, 2010년 16만2,000호
에 비해 3만4,000호 증가되었다. 전국의 경우 5년간 주택재고가 11.0% 증가했으
며, 시도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8%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2> 총 주택재고량
(단위: 천 호, %)

구 분

2010년(A)

2015년(B)

구성비

증감(B-A)

구성비

증감률

전 국

14,748

100.0

16,367

100.0

1,619

11.0

제 주

162

1.1

195

1.2

34

20.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유형별로 재고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아파트 비중이 32.0%로 전국 시·
도 중 가장 낮고, 단독주택 비중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세대주택
비중도 13.1%로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3

권역별 주거상황
1)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제주특별자치도의 점유형태는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동 지역의 경우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권역별 아파트 비율은 제주시 동지역 33.7%, 읍면지역
4.9%, 서귀포시 동지역 30.9%, 읍면지역 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주택유형은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단독주택 비율이 각각 61.6%
와 44.1%를 보였으며 고소득층은 아파트 비율이 38.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로는 젊은 계층일수록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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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권역별ㆍ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단위: %)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
택등

전체

전체

49.3

25.5

7.3

10.2

7.7

100.0

저소득층

61.6

15.1

5.9

10.4

7.0

100.0

중소득층

44.1

29.5

9.3

10.6

6.5

100.0

고소득층

35.4

38.1

5.9

9.0

11.7

100.0

주: 저소득층은 소득 1-4분위, 중소득층은 소득 5-8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9-10분위임
자료: 2017년 제주주거실태조사

2) 주택가격 및 주거비부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주택가격평균은 현재 시점 약 2억7,600만 원이며, 전
세가격(보증금) 평균은 약 1억5,700만 원이었다. 권역별로는 제주시가 서귀포
시에 비해 다소 높으나, 전세 가격은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 권역별 주택가격 및 임대료
(단위: 만원)

현재주택
가격

구분

전세
보증금

보증금있는 연세
보증금

연세
(월환산)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없는
연세
(월환산)

보증금
없는
월세*

제주특별자치도

27,555.5

15,724.9

461.9

506.0(42.2)

965.9

37.5

404.7(33.7)

36.6

전체

28,621.6

15,664.4

413.5

498.9(41.6)

854.2

39.0

376.9(31.4)

32.8

제주시

서귀포
시

동

31,106.5

16,258.7

391.6

500.0(41.7)

811.9

40.7

402.4(33.5)

29.7

읍면

20,678.7

7,576.4

554.0

491.5(41.0)

1301.4

20.7

262.4(21.9)

60.0

전체

24,715.3

16,133.1

660.1

535.1(44.6)

1447.2

30.8

512.9(42.7)

41.6

동

24,204.6

17,096.1

789.2

575.3(47.9)

1545.2

35.2

895.7(74.6)

55.0

읍면

25,429.1

7,080.4

494.8

483.7(40.3)

1250.8

21.9

291.6(24.3)

37.9

주: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표본수가 많지 않아 임대료 값을 신뢰하기 어려움
자료: 2017년 제주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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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선호 및 주거문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보유 의식은 86.3%로 서귀포시 동지역 91.7%, 서귀포
시 읍면지역 88.0%, 제주시 동지역 85.6%, 제주시 읍면지역 82.5%로 대체로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이유가 주거 안정이었다.
선호하는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 64.6%, 아파트 29.6% 순이며, 아파트의
경우 대단지가 중소규모단지에 비해 선호 비율이 높고, 특히 신혼부부의 선호
도가 높았다.
<표 5> 권역별 선호하는 주택유형
(단위: %)

아파트
단독
주택

구분

대단지

중소
규모
단지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
스텔

잘
모르
겠음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64.6

29.6

17.2

12.5

1.6

1.9

0.2

2.1

100.0

전체

61.4

33.0

19.9

13.1

1.8

1.9

0.2

1.6

100.0

동

55.8

38.8

24.0

14.8

1.7

2.2

0.3

1.2

100.0

읍면

82.7

11.0

4.5

6.5

2.2

0.8

0.0

3.3

100.0

전체

73.6

20.1

9.5

10.7

1.1

1.7

0.0

3.4

100.0

동

62.7

27.1

11.4

15.7

1.7

3.1

0.0

5.4

100.0

읍면

87.3

11.4

7.0

4.3

0.4

0.0

0.0

0.8

100.0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 2017년 제주주거실태조사

선호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도시적 생활 47.1%, 전원 생활 48.3%
로 전원 생활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
도는 소비자의 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거주 지역 및 생활양식에 대한 수
요는 예산 제약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향후 택지 등 공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해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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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권역별ㆍ연령대별 선호하는 생활양식
(단위: %)

구분

도시적 생활

전원 생활

잘 모르겠음

47.1

48.3

4.7

전체

제주
특별자치도

39세 이하

63.3

31.5

5.2

40~49세

55.7

40.0

4.3

50~59세

46.6

49.7

3.7

60세이상

31.1

63.5

5.4

65세
이상

29.0

64.9

6.1

자료: 2017년 제주주거실태조사

4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

1)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은 ‘모든 도민이 더 나은 주거환
경과 행복한 주거생활보장’이라는 비전 하에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고령가구를 위
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노후 주택 및 빈집 등 주택환경 개선을 통
한 정주환경 개선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증진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
은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와 도내 주택 시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
민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키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10년간
주거정책의 방향과 추진 사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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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거종합계획의 첫 번째 내용은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계획이다. 제
주 지역 내 신규 주택 수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약
7,400~1만600호 내외, 오는 2027년까지 10년간 7만4,000~10만6,000호 내
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안을 제시
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로 안정적인 택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내 택지 수요량
을 전망한 결과 신규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수요 등을 추정하여, 연평균 1.0~1.4
㎢, 10년간 10.1~14.4㎢ 내외의 택지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노
후주거지 정비를 통해 탄력적으로 택지공급량을 조정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
공분야지원주택 등 공공 부문의 택지 공급 전략을 수립해 이를 확보할 계획이다.
셋째로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
계한 택지 및 주택공급 추진과 더불어 소형주택은 33.2% 수준에서 34.1%까지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국민임대주택(4,000호 내외), 영구·매입·전세임대
주택(1,000호 내외), 행복주택(5,000호 내외) 등 10년 동안 약 1만호 내외의 장
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신혼희망 주택(공
공분양) 등 자산형성이 가능한 저렴 주택도 10년간 1만1,000호 공급에 나선다.
넷째로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제주 특화형 임대료 지
원 사업,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 안정적인 주거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
복지기금 설치,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주거복지프로그
램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로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택가격 및 거래, 청약경쟁률,
주택담보대출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주택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발굴하
고, 시장상황진단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주택 및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경우 인허가실적, 준공물량 및 미
분양, 택지의 경우 기확보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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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로 노후주택 등 재고 주택 관리 선진화를 추진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
조사(2015)에 따르면 제주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주택 재고량은 22.7%에 달하
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주거지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마을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주거지 재
생사업을 유도하고 노후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매뉴얼 제공, 기술자문, 안
전점검, 장기수선계획, 공사집행, 관리비 절감방안 제시, 부대시설 보수 등 지원
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할 계획이다.
일곱번째로 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을 견인한다. 마을회관 등 기존 공동체
활동 공간 중심으로 시설 개선과 실질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커뮤니티 기반을 마
련하고 정착과 이주민, 청년과 노년층이 어울려 살고 이웃과 배려하는 주거공동
체 형성에도 이바지한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변화된 인구·사회·경제, 권역별 주거상황, 주거환경 및
주거문화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의 주거문제에 대응하고, 주거안
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비전과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5

주거정책 추진사항 및 목표
1)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소득수준을 상회하는 주택 가

격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도민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
었고, 주택가격 상승의 폐해를 겪고 있는 사회 초년생인 젊은이들, 신혼부부, 대
학생들과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은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
한 생활고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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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가구, 소득, 멸실 주택 등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신규주택전망과 공
공임대주택 정책소요를 감안하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총 신규주택 수요는
6,700~9,900호로 전망하고 있다. 탄력적인 주택공급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주거비 부담 및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및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현재 국·공
유지를 중심으로 21개 지구에 공공임대주택 4,162호가 건립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행복주택 1,723호, 국민임대 1,162호, 매입임대 326호, 공공임대 951호
로 제주 지역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차원에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임대주
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좌읍 김녕리에 900여 세대의 공공주택 지구 조성을 위해 제주개발공사
와 공동으로 택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김녕 공공택지가 개발이 되면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여건이
마련되고 읍면지역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원도심 재생차원에서의 주거지 재생과 청년·신혼부부
를 위한 행복 임대주택 공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확보, 공공청사와 행복주택 보급을 위한 복합개발 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와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
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복합개발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해 나아가고 있다.

2) 주거복지 및 정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
급 정책을 다양하게 수행해 온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분야 정책 다
양성이 부족했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상승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 수립 필요성이 높아졌고,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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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존 계획을 보완하여 수립한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 기반으로 주거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주거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외에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를 시
범·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의 입주·운영·관리,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외 주거복지관련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주택전세자금 대
출이자의 1.5% ~ 2%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행복·국민임대
주택 입주자들에게도 기본 임대차보증금의 50%를 지원하고, 소득 인정액이 중
위소득 44% 이하 임차 가구에는 주거급여사업을 통해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
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
택개량을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지원 제도
를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 신축·수선자금을 융자해주
는 주택개량 사업,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주택개조 복지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택지공급계획과
연계하여 수요에 맞는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며, 또한 세대 및 계층
별 특성과 해당 여건에 맞는 주택과 주거지원이 공급·시행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주거 부담비를 완화하고, 노후주택, 빈집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소유자 중심
의 주거이동 등 주거안정망 구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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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 제주 도민의 주거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 추진으로 오는 2027년 주택보급율

110% 달성, 임대주택 재고도 2만3,000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유형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가구 특성을 고려
한 주거지원으로 집값 걱정 없는 안정된 주거생활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관
리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주택에 거주하고 이웃과의 교류 확대로 공
동체 문화 활성화와 사회통합이 될 것으로 미래 제주의 주거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제주 도민의 주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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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요 주거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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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시티 구축
- 정길우

2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 임필섭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시티 구축
정길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을 시작으로 버스정보

시스템(BIS),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을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 5년(2014년, 2016년, 2017년) 사이에는 국토교통부
ATMS 국비지원사업으로 ITS 범위 확장 및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지자체 처음
으로 레이더검지기를 이용한 돌발상황관리시스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LTE를
활용한 무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ITS 관련 최신 기술도 도입하였다.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ITS 운영현황_‘18.10.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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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18~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1) 실증
사업’은 교통사고, 교통혼잡 문제 해결과 자율협력주행 및 제주 스마트시티로 나
아가기 위한 기반 인프라를 통해 교통안전·관광·자율협력주행·4차 산업혁명 신
산업 중심의 ‘스마트 제주’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림 2] 제주도 C-ITS 실증사업 추진목표

2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주요내용
□ 실증사업 추진 경과
제주 C-ITS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국비 60%, 지방비 40%) 사

업으로 2017년 9월 C-ITS 실증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제주도와 서울시가
선정되었다. 제주도는 사업대상지 선정 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2

1) C
 -ITS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안전성 증진과 효율성, 친환경성 향상을 위하여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인프라(V2I)간 쌍방향 무선통신(WAVE 등)을 활용하여 오픈 플랫폼 기반에서 정
보를 상호 공유하는 차세대 IT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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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18년 4월 동안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6월 사업을 발주하였다.

□ 실증사업 주요내용
2018년~2020년 총 3개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실증사업은 총 246
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는 6:4의 비율로 국비 148억원, 지방비
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 C-ITS 실증사업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내 및 주요간선도로
300㎞에 기반인프라(현장시설물–CCTV, 돌발검지기, 기상정보수집기, 노변기
지국 등)를 설치하여 차량단말기(OBU : On Board Unit) 및 모바일/스마트폰
을 통해 돌발상황, 교통소통상황, 보행자, 신호정보, 기상정보, 공사정보, 주차
정보 및 기타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3] 제주도 C-ITS 실증사업 범위

제주 C-ITS 실증사업은 총 3년 연차사업(2018~2021)으로 교통사고의 제로
(0)화를 목표로 최적의 자율협력 주행 시험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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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주요혼잡구간, 교통량, 도로기능 등을 다
방면으로 고려하여 1차년도 동서광로, 중앙로, 평화로, 일주서로, 5·16도로,
1100도로, 2차년도 연삼로, 연북로, 남조로, 번영로, 서귀로중앙로, 3차년도 일
주도로로 선정하였다. 사업 대상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과와 민원,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다.
[표 1] 실증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구분

‘18∼‘19(1차)

‘19∼‘20(2차)

‘20∼‘21(3차)

추진
목표

교통안전운전 지원정보
(운전자, 보행자, C-ITS 인프라
구축)

기술변화


자율주행차량 운행지원
(차량단말, 레벨3 주행환경)

제공
방향

C-ITS 교통안전중심
(위치, 돌발, 교통정보 등)

C-ITS 확대 및 자
율주행 기반조성
(e-Call, 사고예측
분석 등)

도로-차량 협력 및 테스트
환경(V2X)
(자율차량 운행지원,
안전정보, 관광정보)

□ 제주 C-ITS 실증사업 연차별 주요 서비스
[그림 4] 제주도 C-ITS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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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ITS 시스템 활용 및 민간사업자 정보 연계
본 실증사업은 기존에 제주도가 15년간 구축한 ITS(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 대비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운영 프로그램으로 관
리하여 제주도 전역의 교통흐름 관리와 서비스 관리가 편리해지며 보다 질 높은
교통안전 서비스가 운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4년 국토교통부 ATMS 사업을 통해 SK T–Map과의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소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실증사업에서는 교통
소통정보에 돌발정보(교통사고, 공사 등)까지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다변화, 확산기여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스마트
폰 네비게이션과 제주도 브랜드 콜택시 단말기 3,000대에 C-ITS 일부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5] C-ITS 서비스 확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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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 서비스망 활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C-ITS 단말기
본 실증사업에서 도입되는 정보제공 수집·제공 단말기(C-ITS 단말기)는 기본
적으로 Wave 통신을 사용하여 실시간 정보제공이 필요한 서비스인 교통신호정
보, 보행자 횡단정보, 차량추돌방지 등을 제공하고 보조망으로 LTE를 활용함으
로써 제주도 모든 지역에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차량단말기는 본 실증사업 기간 렌터카 3,000대에 보급할 예정이며, 이후 일
반차량에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6] 차량단말기 구성

[표 2] 차량단말기 개요 및 주요기능
구분

장치개요

주요기능

운행정보
수집장치

■ 차량운행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

■ 차량의 OBD-II 인터페이스와 호환되며 실
증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반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

WAVE
통신장치

■ 차량간 통신 (V2V) 및 차량과 기
지국간 통신 (V2I) 기능을 수행하
는 장치

■ 제주

C-ITS 실증사업 19개 서비스 구현
■ IEEE802.11p 및 IEEE 1609.x 준용
■ 2개의 별도의 물리적 채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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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치개요

LTE
통신모뎀

■ WAVE 통신장치와 통신하여 LTE를
통해 서버와 서비스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장치

■ LTE 통신
■ ADAS 장치 연동
■ e-Call 장치 연동

주요기능

표출장치
(HMI)

■ 실증사업 서비스 제공 정보를 운전
자에게 서비스 정보 형태로 표출해
주는 장치

■ 고휘도(400cd) TFT 8인치 LCD
■ 범용안드로이드 OS 사용 (5.0.2)

WAVE
안테나

■ WAVE 통신장치와 연결되어 전자기
파를 송수신 하기위한 장치

■ 주파수 :5.855~5.925GHz
■ 채널당 10MHz 대역을 사용
■ 2개의 별도의 물리적 안테나 구성

단말기를 통한 주요서비스(안)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도로위험상황 경고 알림서비스 정보 제공(예시)

□ 국토교통부 R&D e-Call 시범도입
본 실증사업에서는 별도의 긴급구난체계(e-Call) 단말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e-Call 서비스는 차량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운전자의 위급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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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자체 센서가 교통사고 상황을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에 전송하여 신
속한 긴급구조를 돕는 시스템이다. 새벽시간이나 외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차량자체가 사고 정보를 전송하여 교통사고 사
망자를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도 볼 수 있다.
[그림 8] e-Call 서비스 구축방안

□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금번 사업에서는 제주도 스마트시티 도약을 위한 자율주행테스트베드를 구축
할 계획이다. 자율주행테스트베드는 공항과 중문을 연결하는 평화로 40㎞구간
을 대상으로 시험환경을 구축한다. 테스트베드에는 교통안전정보, 돌발정보, 기
상정보 등을 제공할 노변기지국(RSU)이 설치되고 자율주행차량의 기반이 되
는 고정밀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테스트베드 구간은 Wave 통신과
LTE, 그리고 금번 사업의 ㈜KT컨소시엄에서 5G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정보
수집 및 제공, 자율주행차량의 상태를 음영지역 없이 관제할 수 있다.
자율주행테스트베드는 전국의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보유한 기관·업체 등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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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오픈하여 국내 자율주행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본 실증사
업에서 C-ITS 자율주행산업 기술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센터 VR, AR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9] 자율주행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맺는말
본 C-ITS 실증사업은 제주도 스마트시티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교통인프라 구
축사업으로서 도민 및 관광객에게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소하고, 산업적으
로는 자율주행 기술 도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렌터카의
교통사고 20% 감소효과가 예상되며, 민간사업자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정확한 교통소통정보와 돌발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고감소 효과
와 더불어 보다 질 높은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 1,500만명의 관
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도는 C-ITS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홍보 효과도 클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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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는 C-ITS의 IT 기술뿐만 아니라 고정밀지도 분야, 자율주행차량
분야, 정밀 측위분야, 전기차 분야 등 여러 기술 융합이 필요한 산업이다. 본 실
증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신산업 분야의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국가 ITS 산업 기술 실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림 10] 스마트시트 구축 단계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시티 구축(제주 C-ITS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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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임필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기술사

1

들어가는 말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주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 차량보유 대수 증가와 승용차,

렌터카 등 개별 교통수단 이용 증가로 인한 도심지역 교통혼잡 발생 및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공간구조와 생활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는 2011년 58만3,000명에서 2017년에는 67만8,000명으로 무려
9만5,000명이 증가하였으며, 관광객도 같은 기간 874만명에서 1,475만명으로
601만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교통혼잡비용은 2012년 2,958억원
으로 추정하였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
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혼잡비용은 2016년 4,285
억원에서 2025년 6,561억원으로 5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을 자가용보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
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8월 6일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2018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7년 대
중교통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제주도가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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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현 주소
1) 버스정보스시템(BIS) 구축 현황
버스정보시스템(BIS)이란 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실시간 수집 가

공하여 이용자들에게 버스도착예정시간, 버스위치정보 등을 버스정류소안내기
(BIT, Bus Information Terminal),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첨
단 교통시스템이다.

[그림 1] 버스정보시스템 구성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을 시점으로 2009년까지 버스정보시스템 초기 구축
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매년 시스템 보강 및 확대사업을 통해 제주도
민 및 관광객의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을 통해 일반 이
용객 뿐만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BIT 화면UI 구현 및 다양한 콘텐츠 구축으로
교통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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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구간, 설치물량 등)

2007~
2008

광역BIS
구축사업

시내외 버스 구간
(차량단말기 451대, BIT 220대)

2013

BIS보강
구축사업

시내외버스 구간
(승객용안내기 450대, BIT 110대, 행선지표지판 800대, 센터시스템 보강 1식)

2014

BIS보강
구축사업

시내외버스 구간
(BIT : 174대, QR코드 및 버스ID 코드 3,025식, 센터시스템 보강 1식)

2016

교통약자 BIS
구축사업

센터시스템, 시외버스 구간
(BIT : 200대, 센터시스템 보강 1식)

광역BIS 구축
사업

센터시스템, 시외버스 구간
(BIT : 40대, 센터시스템 보강 1식)

교통약자 BIS
구축사업

센터시스템, 시외버스 구간
(BIT : 150대, 센터시스템 보강 1식)

2017

[표 2]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버스정류소안내기

승객용안내기

행선지표지판

터미널안내기

770대

817대

817세트

3대

구분

설치수량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정보센터에 구축된 서버에서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버
스에 설치된 LED행선지표지판과 승객용안내기,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
류소안내기에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 버스정류소안내기
770대를 설치하여 전체 버스정류장(3,526개) 대비 버스정류소안내기 설치율은
22%이며, 총 연장 3,026㎞의 구간에 구축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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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중교통 정류장 현황(2018.6)

3

구분

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읍면

동

계

읍면

동

3,526

2,011

1,120

891

1,515

890

625

비가림승차대

1,944

1,119

562

557

825

561

264

정류소표지판

1,582

892

558

334

690

329

361

무엇이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인가

1) 타지자체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현황
2018년 8월 기준 버스정보시스템은 전국 162개 지자체 중 114개 지자체에서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BIS가 보급되
어 있는 실정이다.
[표 4] 지자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현황
구분

도시수

지자체명

특별시·도/
광역시

10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세종,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경기

31개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
양, 양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화성, 가평, 군포, 안성, 양평, 여
주, 연천, 의왕, 파주, 하남, 과천

강원

18개

원주, 춘천, 홍천, 강릉, 횡성, 평창, 동해, 속초, 철원, 화천, 인제, 삼척, 고성,
양구, 양양, 정선, 태백, 영월

충청

13개

아산, 제천, 천안, 청주, 충주, 보령, 증평, 진천, 서산, 계룡, 공주, 논산, 부여

경상

17개

거제, 경산, 구미,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영양, 진주, 창원, 칠곡, 포항, 통영,
김천, 경주, 봉화, 영주

전라

25개

광양, 군산, 나주, 담양, 장성, 함평, 화순, 목포, 무안, 신안, 영암, 순천, 여수, 전
주, 완주, 보성, 강진, 영광, 정읍, 익산,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출처 :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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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지자체의 전국 버스정류장 대비 BIT
설치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40% 이상 설치
한 반면 제주지역은 22%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요에 비해 설치가 턱없이 부족
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2년간 451대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등 BIT 확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 5] BIS 구축 지자체 BIT 설치현황
구분

BIT

버스정류장

설치율

구분

BIT

버스정류장

설치율

서울시

2,795

10,574

26.43%

강원도

532

6,589

8.07%

부산시

670

5,827

11.50%

경기도

6,360

25,725

24.72%

대구시

1,014

2,870

35.33%

경상남도

1,781

11,310

15.75%

인천시

1,462

5,755

25.40%

경상북도

656

10,321

6.36%

광주시

451

2,203

20.47%

전라남도

664

9,390

7.07%

대전시

941

2,140

43.97%

전라북도

348

7,203

4.83%

울산시

947

2,170

43.64%

충청남도

743

11,402

6.52%

세종시

128

826

15.50%

충청북도

321

6,699

4.79%

(출처 : 전국 버스정보시스템 도입 및 통합서비스 방안 마련 연구)

2) 제주도민을 생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버스정보시스템 차별성
첫째, 기존 지자체의 버스정보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통신기술은 CDMA로 다
수의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제주 버스정보시스템은 시내버스 817대에 LTE
모뎀을 설치하여 차량단말기-버스정보센터-행선지안내판을 LTE 무선망으로 구
축하고 버스정류소안내기에 LTE망을 도입하여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TE 버스정보시스템은 기존 CDMA 통신망에 비해 대역폭이 크기 때문에 처리
용량과 처리속도가 빠르고, GPS 위치정보의 업데이트가 원활해져 기존의 GPS
보다 정확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통
신장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LTE와 3G 이중화로 망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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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주는 작년 BIS 관련 신기술인 클라우드 BIT 50대를 시범적용하여 운
영 중에 있으며, 클라우드 BIT 도입으로 버스정류소안내기 내부 단순한 구성으
로 장애요소 최소화,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장애발생시 현장조치 없이 센터에
서 직접 조치가 가능하여 유지보수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림 2] 클라우드 BIT 기대효과

셋째, 도내 버스정류소안내기는 풀터치형 단말기로 기존 버튼형 단말기에 비해
노선검색, 글자확대, 외국어선택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잔액을 조회하거나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다.

<풀터치형 LCD패널 적용>

<휴대폰 충전포트 및 버스잔액조회기 적용>

[그림 3] 도내 버스정류소안내기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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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통약자용 풀터치형 LCD BIT 단말기는 신체장애인 교통
약자를 위해 하단에 교통약자 아이콘을 터치하면 메뉴아이콘과 잠시 후 버스정보
를 하단으로 위치한 화면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표출화면을 제공한
다. 일반인 교통약자인 저시력자를 위해 주요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색약자를 위
해 흑백모드 표출화면을 제공함과 동시에 매년 증가하는 외국관광객을 위해 영문
화면 UI 및 중국어, 일어 등 4개 국어 음성정보 제공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정보제공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정류소 안내기에 외국어(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체적 교통약자를 고려한 화면 UI>

<저시력자 교통약자를 고려한 화면 UI>

<색약자 교통약자를 고려한 화면 UI>

<외국인 교통약자를 고려한 화면 UI>

[그림 4]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안내기 화면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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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2017년 제주 통계연보에 따르면 제주 전체
인구의 27%를 교통약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6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
축하여 올해까지 매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는 신체장애인 중 교통약자, 일반이용자 중 교통
약자, 지역적 교통약자, 기타 교통약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약자 특
성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소안내기의 화면UI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청각
장애인을 배려한 서비스로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범도입한 텔레코일존
은 버스정류장 쉘터에 히어링루프 설치를 통해 버스정류소안내기 음성이 보청
기로 바로 전달되어 주변 소음없이 깨끗한 음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통약자
를 위한 이용편의를 증진시켰다.

[그림 5] 텔레코일존 도입 및 작동원리

마지막으로 이용자 및 노선수가 많은 정류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LCD 버스
정류장안내기에 LED 버스정류소안내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복합형 BIT를 도입
하여 버스정류장 대기승객으로 하여금 버스도착정보 식별공간을 넓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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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복합형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예시)

4

시민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버스정보시스템을 위한 도전
1) 융복합된 서비스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예산 30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확대구축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버스정보를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한다. 행
선지표지판이 노후된 버스 105대에 대해 풀컬러 LED행선지표지판으로 전면교
체하고, 버스 내 승객용안내기의 화면 및 음성도 지하철 수준까지 성능을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폭설, 도로통제, 교통사고에 따라 우회 운영하는 경우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류소 안내기를 통해 음성안내가 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개선하며, 버스운행시간표와 주변지도 검색기능도 보다 정확하고 신속
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함과 동시에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도 버
스정류소안내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정류장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신속한 이동
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시스템이 탑재된 버스(3대)를 시범적으로 운행하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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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버스정류장 주변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 7] 불법주정차 이동 유도를 위한 버스방송시스템 도입(예시)

2) 향후 발전방향
- 버스 이용자 서비스 측면
제주지역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버스정류소안내기를 확대 구축
하였으나 아직도 버스정류소안내기 설치율이 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요에
비해 설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작년 노선 개편 후 버스정류소안내기 설
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주를 찾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들도 점차 증가
함에 따라 외국인들도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준비도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버스정류장 이용현황과 경유노선 수 등을 감안하여 고급형과 절
약형으로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구축비용 절감을 통한 외곽지역 서비스를 확장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버스민원의 상당수가 버스운행시간 미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버스 정시성
운행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버스운전기사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버스운전기사가 운행 중인 버스가
운행시간표 대비 빨리 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늦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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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절약형 버스정류소안내기 제공화면(예시)

- 버스 운행 관리자 측면
지난해 30년만에 이뤄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제주는 운수업체가 버스 소유와 운행을 맡고, 제주도청이 버스노선과 요금조정,
버스운행 관리 전반을 감독하는 형태로 기존 민영제의 단점으로 꼽혔던 노선 조
정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대중교
통 이용객을 증진시킨다는 의의를 두고 있다.
제주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운수업체의 경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회계투명성 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11월
까지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위해 서면자료 조사 및 현장 실태
조사,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운수업체별 비교,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평가를 위해선 운수원가, 경영·서비스 평
가에 활용할 신뢰도 높은 객관적 지표를 평가요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의 버스정보시스템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의 기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주지역은 읍면 구석구석을 지나는 수많은 가지노선이 있어 초행자들이
버스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제주 민원콜센터(120번)에서도 대중
교통 안내가 제일 힘들다고 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대중교통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시스템(BIS) 기능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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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한 100세, 활기찬
고령친화공동체 구현
- 김정득

2

아이 행복 부모 안심,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

2

- 손태주

3

공공의료 강화로 도민이
건강한 제주구현
- 박형근

건강한 100세,
활기찬 고령친화공동체 구현
김정득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인구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
입하였으며, 제주시는 ‘고령화사회(12.6%)’, 서귀포시는 ‘고령사회
(16.9%)’이다.

‘오래 장수하는 삶’은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장수는 축복이다’라고 선뜻 말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 매체를 통
해 들려오는 우리 사회 노인들의 모습은 높은 노인빈곤률과 자살율을 기록하는
암울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소식은
한편으로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혹은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닥치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고령화는 우리만의 사회문제는 아니며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
로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단지 급격하게 찾아온 현상을 맞
이하는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더 심각한 사회문제
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우리 사회
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특히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돌봄 복

286

보건복지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지비용, 즉 노인부양비의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소비위축 등으로 연금기금
고갈이나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 등 반갑지 않은 추정들이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
전체 사회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7% 이상의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거쳐 2018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 2025년에 ‘초고령사회(super age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였던 일본의 기
록을 다시 쓰고 있는 중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19년이 걸렸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
회’까지는 불과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
계 최저 출산율과 기대수명증가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
(1947~1949년생)는 약 680만 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하나,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는 약 7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현대경제연구원, 201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고령화시계에 가속도
를 내는 요인이 되었다.
<표 1> 주요 국가 간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기간 비교
노인인구가 각 단계에 도달하는 연도

단계이동까지 걸리는 연수

국가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5

19

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영국

1929

1976

2021

47

45

미국

1942

2013

2028

71

15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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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제주시가 6만1,818명(12.6%),
서귀포시는 3만1,546명(16.9%)으로 총 9만3,364명(13.8%)이다. 2000년에 비
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2018년 현재 제주 예비노인세대(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1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8)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고
령화의 급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표 2> 연도별 제주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인구 추이(2010~2017)
(단위 : 명, 100명당, %)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77,187

583,284 592,449 604,670 621,550 641,355 661,190 678,772

유소년인구(0~14세)

103,674

101,386 100,055

(비 중)

(18.0)

생산연령인구(15~64
세)

403,788

(비 중)

(70.0)

(70.2)

(70.3)

(70.4)

(70.7)

(71.1)

(71.4)

(71.4)

고령인구(65세이상)

69,725

72,684

76,060

79,455

82,597

86,101

89,431

93,364

(비 중)

(12.1)

(12.5)

(12.8)

(13.1)

(13.3)

(13.4)

(13.5)

(13.8)

■ 유소년부양비

25.7

24.8

24.0

23.4

22.6

21.8

21.1

20.7

■ 노년부양비

17.3

17.8

18.3

18.7

18.8

18.9

18.9

19.3

■ 노령화지수

67.3

71.7

76.0

79.9

83.0

86.8

89.7

92.9

(17.4)

(16.9)

99,499

99,486

99,202

99,743

100,487

(16.5)

(16.0)

(15.5)

(15.1)

(14.8)

409,214 416,334 425,716 439,467 456,052 472,016 484,921

출처 :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그러나 아직 다행스러운 일은 제주지역 노령화지수는 92.9로 우리나라 전체
노령화지수 104.8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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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노령화 지수 추이

출처 :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표 3>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및 노령화지수 추이
2017

2020

2025

2030

2035

총인구(천명)

51,446

51,974

52,610

52,941

52,834

65세 이상 노인(천명)

7,076

8,134

10,508

12,955

15,176

노인인구 구성비(%)

13.8

15.6

20.8

24.5

28.7

노년 부양비

18.8

21.8

29.4

38.2

47.9

노령화 지수

104.8

123.7

165.6

212.1

253.7

주: 1) 2010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추계 인구(중위(medium) 가정 시나리오)임.
2) 노년 부양비: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으로 산출됨.
3)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7). 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의 문제는 2000년대 이후 국가차원의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여 2005
년에 대통령직속 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5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추진 중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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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
용 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
3차 기본계획에서의 고령화 대책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 지원,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의 네가지 영역으로 설계
되어 있다.
<표 4> 고령화 대책 분야 추진 방향
구분
목표

추진
과제
전략

제1차(2006-2010년)

제2차(2011-2015년)

제3차(2016-2020년)

고령사회대응 기반구축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건강ㆍ의료보장체계
구축
- 노인 친화적 기반 조성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
• 노후소득보장 강화
체계 구축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여성ㆍ고령 인력 활용
-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
도 개선
-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활용확대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제사회 제도개선
- 고령친화산업 육성

자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변수정·황남희, 2018 재인용).

이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의 내실화를 기함
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
자치도에서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
과 정책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건강한 100세, 활기찬 고령친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주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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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실천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건강한 100세, 활기찬 고령친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전략
UN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는 급속
도로 확산되는 고령화 현상에 주목하여 고령사회 문제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계획 하에 2007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이하 GNAFCC)’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8월 기준 전 세계 37개 국가, 500여 개 도시가
GNAFCC에 가입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매우 선도적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2004년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가 개설되어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1년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
가 연구’,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
례 제정’, 2016년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7월 ‘세계보건기구 고
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WHO GNAFCC)’에 가입하고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고령친화도시 조성과정을 요약하자면 다
음과 같다.

건강한 100세, 활기찬 고령친화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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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과정

2004년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개설
2009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아이디어 태동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담 연구원 미팅)
2011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2014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2015년 WHO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제주특별도지사 보고
정책토론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제주장수문화포럼 운영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업무위탁협약 체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로 명칭 변경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국제회의 참석
(호주 브리즈번, 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eing)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제주고령사회포럼 운영
2017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7.27)
어르신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구상하는 ‘고령친화도시’는 활기찬 고령화(Active
Ageing)를 촉진하는 전반적이고 접근 가능한 도시환경을 갖춘 도시이다. 다시
말해서 예비노인이나 초고령의 노인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강,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며 활기찬 고령화를 추
구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노인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구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8개의 가이드라
인 영역을 제시하였다(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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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가지 영역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 물결에
한발 앞서 대응해왔다. 특히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제주를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개 영역에 대한 노인 정책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들
수 있다. 기본계획안의 핵심가치는 첫째 사람중심, 둘째 상호존중·상생·통합, 셋
째 수눌음 공동체, 넷째 행복이다.
이는 ‘사람 중심의 상생·통합·발전’에 기반하여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무엇보
다 중요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받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삶의 공동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
극적으로 제주형 고령친화도시는 제주노인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건강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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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한 거주 생활환경 조성
둘째, 당당한 노화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
셋째, 세대와 사회부문 간의 소통·배려·존중을 통한 사회통합
넷째,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전략 수립
<그림3> 제주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의 비전·목표·전략

출처 : 고승한 외 (201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작지 않은 쾌거이다. 그러나 고
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
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국제적 네트워크에 가입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더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
하고,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
적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협력적 네트워크는 체계의 구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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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없고 구동력을 갖추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의지가 한 마음으로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네트워크
에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 및 담당자가 협치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유기적
으로 움직여 줄 때 비로소 네트워크 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 체계 구축영역에는 도내 사회주체, 즉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계, 연
구기관, 기업, 주민 등 모두가 포함된다.
<그림4>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도

출처 : 고승한 외 (201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
행 중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안에서 제시되었
던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다음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행중인 대표적
실천사업 및 연구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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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실천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넘게 될
것이고, 2065년 이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령화 대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2002년 UN이 제시한 고령화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에서는 정책 수립의 모든 단계에
서 노인의 주류화(main-streaming) 관점이 강조되었고, 노인에게 특화된 정
책을 발전시키되 세대 통합적이고 생애주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또한 노인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정책 등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소득활
동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상향식 접근
(bottom-up approach)이 필수적이다(정경희, 2012; 변수정 외, 재인용). 향
후 고령화 대책은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노인 당사자의 참
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이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는 노인의 주류화 관점과 노인 당사자 참여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 전역에서 30명의 어르신들이 노인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당사자인 ‘고령자’가 정책 개발 및 추진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중심의 상향식 정책아젠다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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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활동사진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실천사례 2>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다세대가 공존하는 고령사회에서는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경제활동과 복지자원, 기회제공 등에서 세대갈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은 고령사회의 사회통합에 핵심적 과
제인 것이다.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노년과 중장년, 청년층이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이해하며 동시대인으로 공존하는 것이 세대통합의 목표이자 출발점이다.
WHO 고령친화도시 제주가 연령차별이나 배제 없이 도민 모두 활기차고 행복
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일차적으
로 2018년에는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의 세대통합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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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실천사례 3>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기초조사’
제주지역은 국내 타 지역에 비해 장수노인의 비율이 높고, 향후 베이비부머 세
대의 노년기 진입으로 노인세대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수립한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연구’에는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의 설치와 운
영(안)이 들어있다.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은 관광지라는 제주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제주지역의 인
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도내 고령친화제품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성장 등 제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는 2018년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운
영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주요 내용은 국내 선진사례(광주, 성남, 대
구)와 국외 선진사례(캐나다)를 소개하고, 초고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수지
역으로 불리는 제주의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주형 고령체험관, 즉 세
대통합의 기능까지 가능한 다기능 공간 창출에 대한 기초조사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고령친화종합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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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다기능 공공도서관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실천사례 4>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및 운영’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제주노인 인구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는 개인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며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사안이
다. 현재 예비 노인들은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히 교육수준이나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별 역사적 경험 등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생주기 전체를 고려해 균형있
는 평생학습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학습자가 원하는 고용, 복지, 웰
빙, 사회참여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973년 프랑스에서는 대학과 협력해 퇴직자들 중심으로 배우는 제3기 인생대학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이하U3A)이 만들어졌고 이 U3A 모델이 여러 나
라들로 확산되었다. 영국에는 U3A 운동이 1981년에 전해졌는데 은퇴자들이 중
심이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조(self-help)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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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제3기 인생을 맞은 당사자
들이 자발적으로 자조운동 방식의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활기차고 보람
되게 펼쳐나간 사례로 평생학습의 무한한 잠재력을 잘 보여준다(최상덕, 2017).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2016년에 50플러스 재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8년 현재 재단 산하로 3개의 50플러스 캠퍼스와 5개의 자치구에
50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은 컨트롤 타워
격인 재단의 학술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각 캠퍼스와 자치구 센터들이 현장중심
의 접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참여 및 자조적 활동을 유도하는 방식
으로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균형 잡힌 인생의 재설계, 사회참여와 경
험 나눔의 기회로 삼고 있다.
현재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탐나는506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는 제주 지역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노년층의 사회
활동 모델 개발 및 지원기반 구축, 예비노년층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실천사례 5>
‘제주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
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는 440여 개(2018년 기준)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제주노인
들의 활동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또한 2013년 제
주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지역여건에 맞는 수요자 욕구중심의 서
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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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노년세대에 진입하는 신노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의 역할 및 기능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촘촘한 지역사회 공간임에 틀림없
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곳이고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의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제공될 수 있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통합의 공간, 즉 그 지역
사회의 다기능복지서비스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고령자의 강점을 살려 제3기 인생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그
들이 평생에 걸쳐 축적해 온 경험과 숙련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완성되어 갈 때
제주의 노인들에게는 ‘장수가 축복’이 될 것이다
고령화사회가 급류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미 노인이 되신 분들은 조금씩 나아
져가는 제도적·정책적 진전에 조금은 고마운 마음으로, 조금은 애석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누군가는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혹은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있
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연령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
게 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신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고령화사회 현상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면이 있었다. 기존의 이론이나 가치의 틀로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예단하거나
추론하는 것은 합리적 대응책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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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중에서 로우와 칸(Row &
Kann, 1998)의 성공적 노화모형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를 ‘질병피해
가기’ ‘인지적 및 신체적 기능 높게 유지하기’ ‘사회참여하기’ 등 세가지를 제시
하였다. 성공적 노화 모형에서는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WHO의 활동적 노화 모형 역시 건강유지 및 증진과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100세 시대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
시각에서 단계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
성 및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치지형에 관계없이 단계적인 예
산배정 및 안정적 재정확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참고문헌
 승한 외 (201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고령사
고
회연구센터.
정경희 외 (2017).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황남희(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최상덕(2017). 제3기 인생의 새로운 삶을 위한 평생학습 관점의 접근. 한국교육개발원. 좋은나라 이슈페
이퍼
최성재 외(2012).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시복지재단(2016), 2016년 노인실태조사-서울시 노인복지이슈 중심
보건복지부(2017),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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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행복 부모 안심,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1)
손태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아이 행복 부모 안심,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1)

1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필요 상황
그동안의 아동돌봄 정책은 제1의 핵심 돌봄주체는 소외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그대로 이용해야 하는 보육환경, 장시간 노동 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자녀들을 안전하고 안심하게 키우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일부 집단이 아닌 보편적 집단에서 일과 가정의 양
립에 문제가 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가족과 국가 정책 사이의 돌봄 공백을 이어
줄 수 있는 사회적 돌봄 공동체가 매우 시급해졌다.
사회적 돌봄 공동체2)는 정부의 돌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출
퇴근 전후의 돌봄, 하원하교 후 돌봄, 방학기간 동안의 돌봄 공백 해소에 대응

1) 본
 원고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
행사업비를 통해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사업 일환으로 수행한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손태주차성란, 2018)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2) 본
 원고에서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는 여러 사회적 돌봄 방식 중 하나로서 공동체가치 및 유대에 의한 돌
봄 활동을 하는 그룹을 의미하며, 공동체가치 및 유대에 기초한 공동체 방식의 돌봄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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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아
동돌봄 정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의 큰 틀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정부의 일
방적 제공 방식과 소관부처 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분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방식의 돌봄 활성화는 미흡한 편이다. 자녀 돌봄의 주체가 더 이상 가족,
특히 가족 내 여성의 전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주체들 간
에 돌봄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로 지역 사회 내에서 성(性)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을 통해 중간지원
조직인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간의 행정 중심 정책을 넘어서 주민
참여의 자녀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제주처럼 프로젝트에서 계획한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
업의 3년차 종료시점에서 수행한 사업 성과 평가와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
주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에서의 아동 돌봄 정책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아동 돌봄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현행 정부의 돌봄 서비스가 복지부, 여성가족부, 교
육부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
고,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긴급 일시보육 등 이용
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이 높지 않고,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
우도 아직 미미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초등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유아 대상의
보편적 보육정책과는 달리 여전히 저소득층 아동 대상의 정책들이 대부분으로
체감도가 낮고, 맞벌이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조차도 비용,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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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의 문제와 관련, 지난 20~30년간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
육의 공공성 확대로 무상보육이 되었다고 해도 모든 아동들이 보육기관을 이용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까지도 사회적 이슈로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사고들로 인
해 취업여성들 중 일부는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에도 주변의 시
부모, 친정 부모, 친인척 등 비공식적 돌봄에 의존하기도 한다.
<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서비스 현황 및 한계 >
구분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양육ㆍ아동수당

지원
내용
변화

•영유아보육료지원
(‘08)0~4세 차등지원
(‘11)0~4세 차등지원
상향: 70%
(‘12)0~2세 전액지원
(‘13)0~5세 보육료
전계층 전액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18)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40%달성
(‘22년까지)

• 돌봄서비스 지원
(‘09)돌봄서비스도입
(‘11)영아종일제도입
12개월
(‘13)영아종일제확대
24개월

운영
규모

89.4%(영유아37만명)
(‘16년 기준)

시간제이용자 44,016명 26.9%(영유아37만명)
(‘16년 기준)
(‘16년 기준)

남성육아휴직자10% 미만대
※ 전 출생아수 대비1.5%

한계

전(全)어린이집 527개
중 국공립 비중 5.5%, 이
용률 7.0%에 그침(‘17
년 기준)
※ 기관 미이용 아동
긴급 일시보육 한계

돌보미 인력 제한
※ 아이돌보미 271명
‘18년 신설된 아동수당의
(‘16년 기준)
경우, 전 계층 대상이 아
이용시간대 및 이용지역 닌 소득하위 90%에 그침
요구 반영 미흡

도내가족친화인증기업(‘17
년 기준 36개) 고용보험적
용 전사업체 35,855개 대
비 0.1%
※ 도내 10인 미만기업
88.5% 차지

• 양육수당 지원
(‘09)양육수당도입
만1세 미만차상위계층
(‘12)만2세미만
(‘13)만5세이하 전계층
• 아동수당 신설
(‘18)아동수당(신설)
0~5세, 월10만원
(소득하위 90%)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적용
(‘08)만3세미만
40→50만원
(‘10)만6세미만(40%)
최고상한100만원
(‘14)만8세이하 확대
(‘16)자동육아휴직제
(‘17) 첫 3개월 육아
휴직급여 2배 인상,
근로시간준수 등
(‘18)휴직기간 근속기
간포함3)

자료 :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3) 근
 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 제3호(시행일: 2018.5.29.): 최근 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발
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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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첫째 문제와 둘째의 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 돌봄을 위한 모성권과 부성권을 살펴보면, 제주 지역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육아 휴직자의 비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지만 2016년
기준 8.2%로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 제주지역 육아휴직 사용률 추이 >
(단위 :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생아수(a)

5,657

5,628

5,992

5,526

5,526

5,600

5,494

육아휴직자전체(b)

460

615

644

697

904

908

1,000

육아휴직사용률(b/a)

8.1

10.9

10.7

12.6

16.4

16.2

18.2

남성육아휴직자(c)

13

11

27

22

38

71

82

남성육아휴직자비율(c/b)

2.8

1.8

4.2

3.2

4.2

7.8

8.2

전체 출생자 중 남성육아
휴직자비율(a/c)

0.2

0.2

0.5

0.4

0.7

1.3

1.5

자료 : 손태주ㆍ차성란(2017).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ㆍ제주여성가족연구
원ㆍ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노동권 포기의 사유로 작
용된다고 판단된다. 즉 제주지역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30대 초반
(30~34세)에 함몰하는 M자형 패턴으로 경력단절 형태를 보이는 결과와 동일
맥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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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성별ㆍ연령별 고용률(2016) >
(단위 : %)

자료 : 고지영(2017).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셋째 문제와 관련해 초등 돌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내 초등 돌봄 서비
스의 이용자는 전체 초등학생(40만명)의 1.54%만을 포괄한 수준인 6,000명 정
도에 불과했다. 제주지역의 나홀로 아동을 2017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
행한 ‘아동돌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추산해보면, 하루 동안 자녀가 혼자(또는
형제자매)만 보내는 시간이 1~2시간 35.5%, 3~4시간 27.9% 순으로 초등 돌
봄 공백의 현실을 보여준다.
< 제주지역 초등 돌봄 서비스 현황 및 한계 >
구분
돌봄
서비스

교육부
(교육청)
초등돌봄
교실

방과후교실

보건복지부4)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지자체)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제주도
(지자체)
수눌음육아
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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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4)
(지자체)

지원
근거

초ㆍ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생활체감형양
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여성가족부
(지자체)

제주도
(지자체)

시행
시기

2004

1995

2004

2005

2007

2016

지원
대상

초 1~초6

초 1~초6

만18세 미만

초 4~중3

만12세 이하

0세~초6

지원
형태

무상
(프로그램, 간
식비 등 일부
자부담)

유상
(수요자 중
심 프로그
램)

무상
(소득별 이용
료 5만원 이내
부담)

무상
(학습 및 생
활지원 등)

소득수준별
이용료자부담

무상

운영
형태

취약층/맞벌
이가정 상시
돌봄

자율선택
일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취약층 중심
상시 돌봄

영유아중심
상시/일시
돌봄

운영
규모

178개교실
초등4천명
(초등40만명)

1일이용아동
초등1천9백명
(초등40만명)

도내 9개소
초등260명

한계

초1~초2
중심 운영 및
소득/맞벌이
등 우선순위

돌봄 개념
이 아닌 선
택 프로그램
수강

소득 등 제한된
이용자의 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한
부모/취약
계층 가정의
나홀로 대상
한정

시간제이용
44,016명
(‘16년 기준)
소득별 차등
에 따른 자율
신청

부모자조
모임
상시/일시
돌봄
전체 20개소
(‘17년 기준)

상시 인력 부
재로 인한 나
눔터별 이
용 접근편차
발생

자료 : 손태주차성란(2017).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더 이상은 전통적인 이웃, 친척 등 비공식적 돌봄이 어렵고 여성들의 사회진
출이 많아지고 있지만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미미한 상황에서 과거 공동체 방식
의 돌봄이 갖는 중요한 함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돌봄 권리를 제도적으
로 보장하는 것 외에도 비공식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돌봄 공백 메우
기가 가능한 자녀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함께 아이를 돌
보는 공동체 방식의 돌봄 확산은 매우 필요할 것이다.3)4)
4) 보건복지부는 2017년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일시 돌봄 시범사업인 ‘다함께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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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평가
1) 추진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

면 개정시행(2015.7.1.)됨에 따라 그간의 여성정책 성과를 이어가면서 지역주
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 의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도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
해 지역사회의 욕구를 수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제주처럼 프로젝트는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를 비전으로 2개
전략 및 4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은 ‘안심하
고 편안한 육아’ 핵심과제에 따른 세부과제5) 중에서 3개의 과제가 포함된다. 구
체적으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사
업,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이 해당된다.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전략 및 핵심과제 >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전 략

핵심
과제

Ⅰ.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1.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2.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Ⅱ.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 조성

3.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바로 세우기

4.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5)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핵심과제는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가족친화지원
센터 설치운영,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제주 여성가족 종합정보망 구축,
저출산 극복 대응 사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사업이 해당된다. 2015년 당초 세부과제였던 바로보육어
린이집 운영 사업은 2016년 7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긴급보육 바우처 등)시행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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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체계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간의 행정 중심 정책 수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의
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 중간지원조직, 도민 간 긴
밀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 및 지원6)ㆍ관리
⇩

⇧

⇩

⇧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나눔터 운영ㆍ공동체 활동 연계 지원

⇦

컨설팅ㆍ교육 등 제공

⇩

⇧

⇩

⇧

사회적 돌봄(수눌음 육아) 공동체
부모 자조모임의 돌봄 공동체 활동

3. 추진 성과와 개선점
가. 사업 개요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목적은 공적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
고 가족, 이웃 간 돌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돌봄 공동체
활동 공간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6)

6)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사업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초기인 2016년~2017년도까지 예산집
행 및 사업 정산을 했지만 보조금집행기준에 따른 경직된 회계처리 및 서류 등 행정 처리 어려움에 대한 돌봄
공동체 참여 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2018년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집행을, 제주가족친화지원
센터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산 지원 및 사업 정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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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개요 >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사업
(2016~2018년)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ㆍ육성
(2018년 기준)

• 현황(‘17.12.) : 20개소
• 장소 : 마을회관, 복지관, 아파트 등 지역 유
휴공간
• 자격 : 나눔터를 운영하려는 마을회, 비영리
단체 등
• 지원 : 1개소당 56백만원
(공간조성비 50백만원, 운영비 6백만원/년)
• 방식 :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

① 기본 사업 : 49개 공동체 팀
• 대상 : 5가족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
(자녀연령 : 만0세~초등 6학년)
• 내용 : 일상의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모임 지원
• 지원 : 자녀 1인당 2만원
• 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비 지원
② 특화(지역사회연계)사업 : 6개 공동체 팀
• 대상 : 5가족 이상의 주민모임
• 내용 : 지역사회 연계한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 지원 : 사업별 500만원
• 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비 지원
③ 커뮤니티지원 사업 : 10개 수눌음육아나눔터
• 대상 : 수눌음육아나눔터
• 내용 : 나눔터 내 모임, 돌봄 공동체 팀 활동
지원
• 지원 : 나눔터별 50만원
• 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비 지원

⇩
• 조성 유형 : 민간형, 복지관/마을회 등 공공형
• 운영 관리
- 민간형 : 주민자치형 공동체의 자율 운영 관리
※ 운영진은 공동체 팀의 리더 또는 팀의 구성원임
(20개 나눔터 중 4개 나눔터)
- 공공형 : 복지관 등 기관의 담당자 중심으로
관리

나. 추진 성과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사업’은 핵가족으로 인한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 정보와 소통을 위한 돌봄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사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11월 수눌음육아나눔
터 제1호점(삼화부영2차아파트 관리동)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기준 총 20개
소(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7개소)가 복지관, 마을회,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하여 조성운영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10개소의 신규 수눌음육
아 나눔터 공간 조성이 추가로 추진 중에 있다. 사업 시행 3년차인 수눌음육아
나눔터 사업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과는 달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민자치적인 공동체 방식으로 자율운영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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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은 자발적 돌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간의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돌봄 활동은 5가족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
으로 구성된 돌봄 공동체마다 자녀 연령별에 따라 내용과 횟수는 서로 다르다.
대체로 구성원의 가정집, 오름, 학교 운동장, 도서관, 나눔터 등을 활용하여 공
동체의 부모들과 지역의 자원 연계로 재능 및 돌봄 나눔 활동을 한다.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의 탁월한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여 공동체 팀의 자녀
연령대7)가 만0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포괄한 부모자조모임 형태의 돌봄 공동
체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점이다. 최근 보편적 영유아 돌봄 서비스와 달리 초등
돌봄 공백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접근에서, 선제적 대응전략을 펼
친 제주도의 돌봄 정책은 모범적 사례라고 판단된다. 둘째는 제주지역 곳곳에서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동 팀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에 참여한 돌봄 공동체는 2016년 18개 돌봄 공동체 95가
족319명에서 2017년 37개 돌봄 공동체 257가족881명(누적 352가족1,200
명)으로, 2018년에는 49개 돌봄 공동체 팀8) 365가족1,111명(누적 717가족
2,311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16년 6개였던 돌봄 공동체 팀
들의 활동 지역이 2018년 9개 지역으로 확산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무엇보다 ‘수눌음육아 나눔터 조성’사업과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사업
은 공간이라는 하드웨어적 성과와 공동체라는 소프트웨어적 성과 간에 시너지
를 내며 공존사회를 위한 돌봄 문화 확산에 상생효과를 발현하고 있다. 일례로
7) 서
 울시의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영유아 우선 원칙으로 하며, 2018년도부터 시작된 남원시의 육아공
동체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는 만1세~만9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8) 사
 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공모사업 중 ‘기본사업’ 참여 팀 수이다. 2018년 공모사업은 기본사업(49개
팀 선정) 및 지역연계 특화사업(6개 팀 선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특화사업의 경우는 참여 대상이 지
역 내 참여 가족을 포함한 불특성다수의 가족이므로 정확한 참여 가족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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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수
눌음육아 나눔터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돌봄 공동체 팀이 집
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팀 분포 현황(’17년 12월 기준) >
수눌음육아나눔터(총 20개소)

돌봄 공동체 팀(37개 공동체 팀)

다. 향후 개선점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개선점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안정적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화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수눌음육아 나눔터를 지속적으
로 확산하고 있지만 공동체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어려움, 나눔터별 공간 이용률
편차 발생, 다양한 연령대가 통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공간규모의 한계 등 다양
한 어려움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민선 6기와 7기 도정 공약에 맞춰 2단계로 추진
할 계획에 있는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
시9)와 같이 마을공간의 설치운영이나 자원 공유(共有)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화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지원기준, 컨설팅, 교육 등 체계적 공동체 활동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
9) 서
 울시는 지역 자원 활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3.15.제정)’ (제27조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및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2012.12.31.
제정) ‘(제2조 정의, 제5조 공유 촉진정책,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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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사업 운영 3년차에 접어들면서 돌봄 공동체별 활동은 회원 참여정도, 소
통구조, 역할분담 정도 등이 얼마나 친밀하게 자주 만나는 지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참여자들의 자율성
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질적 성장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지원기준 등의 가
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컨설팅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성원 간 연
결고리를 강화하여 결속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체계적으로 돌봄 공동
체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돌
봄 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눌음육아 나눔터 운영진과 공동체들 간에 소
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을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동은 마을 안에서의 돌봄을 넘어 돌봄 공동체에 대한
마을의 관심 의지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발휘되어 사회적 돌봄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추동력이 될 것이다.

4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향 및 추진전략과 과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아동 돌봄 정책의 문제,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평가 및 실태분석10)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제주지역
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향에 따른 추진 전략과 과제를 공유하고자 한다.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여성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정책은 3개의 추진 전략, 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10) 실
 태조사는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자(돌봄 공동체 및 수눌음육아나눔터 수탁기관 담당자)
및 공간 발굴 관련 공공기관민간기관 관계자, 활동가 77명을 대상으로 이해당사자별 사업 수행과정의 어
려움과 정책수요를 파악할 목적으로 2018년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구진 2인이 직접 면접조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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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정책의 추진 전략 >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여성ㆍ가족모두의 행복한 삶

돌봄 공동체 활성화

추진 전
략

•단기 전략
•중장기 전략

주민 자주적
참여 활성화

마을 기반 돌봄
공동체 유대 형성

•사업별 연계 공모 추진
•체계적 공모사업 수행

•돌봄 공동체 연계 협력 강화
•거주근접성 공동체 발굴 강화

첫째로 돌봄 공동체 활성화 전략은 우선,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생
각을 갖고 있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단기 전략과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 참여 부모들이 주체적이고 민주적 자치 역량을 갖춘 활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제안했다.
둘째로 주민 자주적 참여 활성화 전략은 돌봄 공동체 역량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해 체계적 공모 사업 수행절차를 제안했다.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공모사업 추진체계(안) >
사전 상담(필요시 요청)
(1월)

⇨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1~2월)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
(지속팀)서면검토, 서면심사
(신규팀)서면 및 면접심사(3월)

⇨

사업진행 및 컨설팅 지원
현장 방문 컨설팅(4~8월)
전문가 컨설팅(8~9월)

⇨

기본(+커뮤니티)사업 공고
(2~3월)


지역연계사업 공고
(3~4월)



사업계획서(제안서) 접수

⇨

사업정산 및 사업평가
(11월~12월)
사례발표회 개최 및 다음해 계
획안 발표(12월)


사업계획서(제안서)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
사업 발표 심사, 선정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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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마을 기반 돌봄 공동체 유대 형성을 위한 전략은 사업의 참여를 통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조성이 가능하도록 발달장애아,
한부모, 조손,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간의 연계, 자연스러운 일상 돌봄 가능한
거주 근접성 등에 대해 가점 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상의 3개의 추진전략에 따른 정책 과제는 1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 제주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정책 과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간 발굴 및 조성 관련 조례 제ㆍ개정 ★
• 마을 공간 제공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비고
신규과제
신규과제

사회적 돌봄 공동체
추진 실행력 강화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방향성 정립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기능 강화

보완ㆍ강화과제
보완ㆍ강화과제

마을연계 협력 강화

• 마을 내 공간 발굴 협력 방안 마련 ★
• 마을 관련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규과제
보완ㆍ강화과제

•
•
•
•
•

보완ㆍ강화과제
보완ㆍ강화과제
신규과제
보완ㆍ강화과제
신규과제

돌봄 공동체 역량
강화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조성
★ : 신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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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나눔터 운영 기준 마련
돌봄 공동체 간 멘토-멘티 연계 지원 ★
유형별 수눌음육아나눔터 컨설팅 지원
수눌음육아나눔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

•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시범 사업 운영 ★

신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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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로
도민이 건강한 제주 구현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1

들어가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1998년) 및 제주대학교병원 설립(2001년), 제주

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의 신축 이전 및 개원(각각 2002, 2013년) 등 최근 20
년간 나타난 변화는 제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600병상
규모의 제주대학교 병원 신설(2009년)은 경쟁효과를 일으켜 도내 기존 병원의
인프라가 양적으로 확대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 효과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
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의료분야에서 당
면한 문제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공의료의 개념 및 범위를 설명하고, 현재 제주특별자치
도가 실행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을 개괄 한 후, 주요 현안 도출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의료 강화로 도민이 건강한 제주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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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료의 개념
공공의료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기치 하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

회기반을 총칭하기도 하고, 국가 의료체계 내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
을 이르기도 하며, 국공립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영역에 국한하여 정
의되기도 하는 등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2000년 1월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에서 명
시하는 공공성을 갖는 보건의료의 범위를 바탕으로 공공의료의 개념을 살펴보
면, 첫째,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 둘째,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성의 범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국가, 지
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적시하여, 이들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
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
년 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1)분만·응급 등 의료취약지1)를 해소하
고, 2)공급이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2)를 공공 차원에서 지원하며, 3)공공보건

1) 의
 료취약지란 의료수요에 제한이 있으며,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고, 양질의 의료이용이 충족되지
못하며, 건강수준 및 건강결과가 낮은 지역으로 정의됨(201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건복지부, 2015)
2) 필
 수의료분야에 대한 합의된 정의 및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응급·외상·심뇌·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
모 등 긴급·시급한 의료영역으로, 지연되었을 경우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큰 의료 영역을 포함한
다. 또한, 시장실패로 인해 질적 수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의료영역을 말한다(필수의료국가책임제, 의료의 구조적 문제의 대안이 될수 있는가. 의료
정책포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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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4) 감염병·재난 등 비상 시 즉각 대응하며, 5)국립
중앙의료원(중앙), 국립대병원(권역), 지방의료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기관별 역할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의료사업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자체의 계획(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3)인 제
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의 기관에서는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 1년간 수
행한 공공의료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음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1)분만의료취약지4)를 강화하기 위해 서귀포시내 24시
간 분만이 가능하도록 서귀포의료원에 산부인과와 분만실을 운영하고, 접근성
이 낮은 동·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방문검진과 진료를 제공하
였다. 2)응급의료 취약지인 도서지역의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
회 운영을 통해 지역내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3)서귀포지역에 안정
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의 순환기내과 전문의 1명
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을 서귀포의료원에 파견하였다.
둘째, 필수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
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1)감염병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전문인력을

3) 공
 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분
 만의료취약지란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가능한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이며, 제주의 경우 서귀포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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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정 격리병상5)을 운
영하고 있으며, 두 개의 의료원에는 감염병 접촉자 등에 대한 일반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2)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6개의 응급의료기관6)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손상 중증도가 높은 외상환자(
골절, 출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외상센터7)를 유치
하여 준공중이며, 2019년 개소 예정이다. 3)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
적인 의료분야 확충을 위하여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8)를 운영하고, 서귀포의
료원 심뇌혈관센터운영을 통해 서귀포지역내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 상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4)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심근
경색증,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내 퇴원환자 관리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호
스피스완화의료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을 통해 의료수요 증가분야
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저소득층에 관절수술을
지원하고, 의료비·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광역치매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예방관리, 3)장애인 대상 구강진료센터9) 운영 및 가정방문을 통한 재활서
비스 제공, 4)외국인 근로자나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등
을 수행하였다.
넷째, 공공보건의료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1)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도의 현안에 대한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의 근거 제시, 산발적으로
5) 제주대학교 병원에 설치
6) 제
 주한라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지역응급의료센
터), 한국병원(응급의료기관)
7) 제주한라병원에 설치
8) 제주대학교병원에 설치
9) 제주대학교병원에 설치

320

보건복지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운영되고 있는 도내 공공보건의료 관련 센터 및 지원단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지방의료원의 적정진료 제공을 위해 표준진
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의료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력하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실적 및 진료실적을 분석하고, 지
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수행 현황 파악 및 보완 필요사항 피드백 등의 기
술지원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였다. 2)특히,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인력 확보 및 진료 수준 향상을 위해 의
사직 성과급 체계 개편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의사직 핵심역량
에 기반한 성과급 체계 도입을 통해 의사직의 조직 기여도 강화 및 진료수준 향
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의료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의료사업 내용
추진전략

1. 지역간 균형 잡
힌 공공보건의
료 제공 체계
구축

세부과제
①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② 공공보건의
전문인력 양성·지원

추진과제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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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세부과제

추진과제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① 감염·재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권역외상센터 설치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2. 필
 수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공급

②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공공의료기관내 중증ㆍ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정신보건 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③ 의료수요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완화 의료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
원 강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
담경감 추진

노인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②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5. 공공의료관
운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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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기능 강화 및 기능특성화

③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②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4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의료분야의 주요 현안 및 발전 과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공공성 강화’가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올해 10월 1일
에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는 민간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
는데, 최근 발표된 종합대책은 지역의료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의료분야가 당
면하고 있는 문제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개입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찾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황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공공의료분야에서 제주가 당
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 및 응급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이다. 도내 병원의 병상수는 증가추세
이나, 상대적으로 중환자실의 증가율은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
용통계를 보면, 도내 전체 병상수는 2011년 4,133병상에서 2016년 5,049병상으
로 2011년 대비 2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중환자실의 증가율은 5%에 그쳤다.
표 2. 도내전체 병상수와 중환자실 병상수 증가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입원실

3,565

3,693

4,038

4,075

4,199

4,422

중환자실

150

150

170

164

164

157

정신과폐쇄

379

355

370

370

444

428

격리병실

39

39

36

58

44

42

계

4,133

4,237

4,614

4,667

4,851

5,049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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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10)이 없으며, 도내 종합병원 6개소 중 2개소는 500
병상 이상, 4개소는 300병상 미만으로 중중질환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이 부족
한 실정이다. 수술실, 회복실 등 전문치료 병상수도 시도 평균 및 서울 대비 부
족한 실정11)이며, 응급실에서 타병원 응급실로 전원하는 이유가 ‘중환자실 부족’
때문인 경우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12). 그리고 중증 및 응급 관
련 인력이 전국 평균에 비교하여 미흡한 실정이다. 도내 응급실 전담간호사 1인
당 내원환자수는 1,678명으로 전국 평균 1,307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급실 전담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함을 시사한다(2016 응급의료통계연보).
둘째, 중증 및 응급 의료서비스 수준의 문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
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제주는 서울 및 전국 대비 1, 2등급을 받은 병
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도내 병원 중환자실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서비
스 수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
자 최종치료제공률13)은 59.0%로 전국 평균인 65.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2017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보고서),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표 3.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수

구분
전국

중환자실 등급*별 기관 수(개수, 비율(%))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79(100)

64(22.9)

47(16.8)

89(31.8)

61(21.8)

19(6.8)

10) 상
 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
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된다.
11) 인
 구 10만명당 수술실 병상수는 제주 7개, 서울 46개, 전국 10개 이며, 인구 10만명당 회복실 병상수는 제
주 5개, 서울 25개, 전국 9개이다.
12) 응
 급실 전원사유 중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전원 비율이 제주 11.0%, 전국 평균 3.8% (2016 국가응급
진료정보망)
13) 발
 병 후 응급의료기관 내원까지 소요시간이 24시간 미만인 중증응급환자 내원 건수 중 최종치료제공(응급실
퇴실결과가 입원(일반병실, 중환자실 또는 수술실로 간 후 입원, 기타 입원)인 경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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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환자실 등급*별 기관 수(개수, 비율(%))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서울

47(100)

21(44.7)

13(27.7)

7(14.9)

6(12.8)

-

제주

6(100)

1(16.7)

1(16.7)

2(33.3)

2(33.3)

-

자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48시간 이상 있었던 18세 이상 환자 대상 구조 및 진료 평가 종합점수(2017년 5~7월)

이러한 중중 및 응급 의료관련 인프라 부족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의견 모두
를 통해서 드러났다. 도내 응급실 이용자수(인구천명당)는 288명으로 전국 평균
208명에 비해 높게 나타나(2016 응급의료통계연보), 도내 응급의료 관련 수요
가 공급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도내 의료기관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도
민의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의료기관 발전사항 및 개선사항으로 ‘의료 인
력과 응급실 인프라를 포함한 전반적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201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인구 천명당 응급실 이용자수(명)

자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연보

제주가 직면한 공공의료의 문제를 요약하면, 중증·응급의료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서
귀포의료원 인프라 강화 및 도내 의료기관의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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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이다. 서귀포의료원에 병상수를 증설하고, 응급의료 인력 증원 및 응급실
노후장비 현대화 추진 등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간호 인력의 도외 유출을 방
지하고,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을 통해 도내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보건의료관련 중장기 정책을 담아내는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2019~2022년)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도내 공공의료 분야
현안을 반영한 세부과제를 구체화하여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과제 목록
추진과제

세부과제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도내 종합병원 및 병원 진료역량 강화
제주의료원 특성화 전략 수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서울 및 수도권과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서귀포의료원 역량강화를 통한 제주시-서귀포시간 격차 완화
서귀포의료원 역량강화를 통한 제주시-서귀포시간 격차 완화
필수의료서비스 및 미충족 의료 유지기반 강화

재난·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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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이 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당면한 공공의료분야의 주요 현안을 도출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발
전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
획에 이러한 내용을 연계성 있게 담아내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없애고, 제주도민이 건강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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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제주농업
발전전략에 대한 소견
- 유영봉

2

미래 제주농업1)
발전전략에 대한 소견
유영봉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1

제주 농업의 미래와 우려
제주농업에 있어 과수를 포함하는 경종업과 축산업은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생

명산업이라 불렸다. 감귤을 축으로 하는 제주농업은 1990년대 초반 농산물 시
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 그 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
만 곧 쓰러져버릴 것만 같았던 제주농업은 그 파고를 지나 2000년대 후반까지
는 성장세를 유지해 오며 지역경제를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제주농업의
절대적 생산규모의 축소는 과거 반세기 동안 제주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
이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제주농업 생산의 지속적 위축 추세는 미래 제
주농업의 불안감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농업의 위축은 200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어 진정되지 않고 있
는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발생한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회복의 기미를 보
이지 않고 있으며, 1960~1970년대 경험한 급격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이제
1) ‘농업’은 경종과 축산으로 나뉘며, ‘축산업’을 포함하고 있음. 우리 사회는 흔히 ‘농축산업’, ‘농림축산업’, ‘농
수축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는 축산업을 중복하여 표현하는 것이 되어 ‘오용’되고 있는 용어임. 축
산의 비중이 크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감귤이 크면 ‘농감귤업’이라고 표현해야 하며, 채소류의 비중이 크
면 ‘농채소업’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됨. ‘농축산’이라는 표현은 하루 속히 농업계에서 수정되어야 할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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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로 전환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와 2000년대
말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경제는 침체와 회복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고, 그 와중에 제주 지역경제와 농업 역시 대내외 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크게 변동하고 있다. 결국 최근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제주농업의 성
장 침체는 한국경제의 장기적 경기 침체와 경제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
는 농업비중 축소 및 구조 전환의 요인이 동시에 작동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의 침체’가 아니라 ‘미래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주농업은 매우 핵심적이며 소중한 산업’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제주의
경제활동 주체와 정책 의사결정 주체들이 제주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제주농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 및 기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
후 미래 제주사회의 전환기 발전에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요인이라 하겠다. 제
주농업은 미래 제주의 지역경제와 사회변화에 있어 어떻게 취급되고 육성되어야
하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은 다른 산업의 육성보다 무엇이, 얼마나, 왜
소중하며, 더 절실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도민적·국민
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성장과 침체보다 더 큰 문제이다.

2

제주 농업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미래 전망
1) 제주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일반적으로 현재의 한국농업은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이지만, 고령

화의 진전과 대다수 영세소농의 존재로 경쟁력 없는 쇠약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업에 있어서 쌀은 국민의 주곡으로 양보할 수 없는 작물로서
각종 정책의 주인공이며 각종 지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쇠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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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종 정책 지원을 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보는 것이 비농업계의 인식이다.
제주의 농업 역시 감귤과 월동 채소류를 중심으로 대다수 소농과 일부 대농이
공존하며, 제주농가의 부채만을 늘려가고, 산업 그 자체로서는 경쟁력이 없지
만, 제주 지역경제를 위해 농업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장
기간 제주의 감귤은 한국의 쌀과 같이 농업정책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 역시 언
제까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비농업계는 회의적이다. 결국 현재의
한국농업과 제주농업은 산업자체로서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
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정책 지원을 구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농업과 제주농업은 형편없는 산업이라는 것인가? 국가가
쇠퇴해 가는 농업이 불쌍하고, 활력이 없고, 농가의 소득이 낮으니, 이를 보호해
주자는 인식 속에서 농업정책을 운영하고 있는가? 만일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
의 보편적 인식이라면, 이는 농업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
결과이다. 농업은 그 자체로 국토환경과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산업이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간산업이다. 이는
농업의 가치와 기능이 타 산업과 크게 차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의 유지·발
전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제주농업은 한국농업 전체가 발휘하는 평균적 기능과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핵
심적인 가치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제주농업이 섬 지역의 특수한 산업·경
제·자연 환경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요도가 타 지역과 차별된다는 점이다. 제
주농업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유지·발전시키고 있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시키며, 지역경제에 생산 및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농업관련 산
업의 파생 발전과 도민 및 국민에 제주산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농업경관을 유지 발전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은 제주농
업의 고유한 기능이며, 이는 제주가치를 지키는 제주농업만의 독자적 기능이다.
최근 제주 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농림어업의 비중은 아직도 전국 평균보다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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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이나 높다. 이는 제주지역 경제에서 농업 생산 활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 전국적으로 본다면 감귤과 월동채소의 독점적 산지로서 국민
먹거리에 대한 기여 역시 다른 지역보다 매우 크다. 이러한 제주농업의 생산 활
동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 자연환경의 보고가 바로 농업
이라는 점이다.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한라산을 제외하면 제주지역의 자
연환경은 제주농업이 관리하고 있고, 이 농업은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가치를 유
지 관리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또 제주의 화산회토는 토양 유
실이 심하지만, 농지로 관리되며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태풍이나 강
수로 토양이 유실되거나 물길이 생긴 후에도 농민은 이를 관리하고 다시 원상으
로 복귀시킨다.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은 이와 같은 제주가치를 보전하고 관리
하는 농업에 의해 지켜지고 있고,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은 산업의 특성상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조업과 서
비스업처럼 자본의 순환이 빠르고 이윤율이 높은 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노동), 돈(자본), 땅(토지)’이 다른 산업에 이용될 때보다
그 이윤이 낮다는 것이다. 즉 농업은 다른 산업들과 비교할 때, 국가 및 지역사
회의 가치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라는 것이다. 결국 제주농업 역시 제주의 자연가치와 환
경을 유지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기간산업이지만, 이 산업에
투하되는 자원이 많을수록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렇듯 농업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과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적 성격
이 강한 산업으로서, 반드시 국가 산업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
대적으로 이윤율이 낮은 산업이라 그대로 시장경쟁 속에 방치해 두면 농업 자원
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고, 결국 산업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 국가의 중추 산업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모든 선진국들은 농업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제주와 같이 자연 환경적 요소가 강한 지역에서는 제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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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지키는 농업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제주농업이 지역 환
경과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산업임을 농업 내외부에서 정확히 인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농업의 산업적 가치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제주지역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2) 제주 농업의 현상 진단 : 대 전환기 제주농업
제주농업은 <그림 1>에서와 같이 196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총산출
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총산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 평균과 비하면 다소 시기가 늦지만, 제주 역
시 타 지역과 동일하게 농업 총산출의 절대적 축소기에 진입해 있음을 보여준
다. 특히 경종업의 감소는 전체 농업의 축소를 유도하고 있고, 제주에서 축산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제주 농업의 산출은 더욱 침체될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에서 과거 경종업의 성장을 지지했던 과일과 채
소가 이제 더이상 그러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고 있어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제주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채소류 생산은 현재 매우
불안정한 공급 변동 구조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생산구조 조정을 진행하지 않
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제주와 타지역 농업산출 추이: 1959~2016 (조원, 2011-15년 가격)

자료: KOSIS, 농림통계연보 각년도, 품목별 산출량 및 생산액으로부터 추계 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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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농업은 최근 감귤과 월동무, 마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 이
세 품목이 전체 농업 산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주농업이 특정품
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만큼 그들 작목의 시장변화
에 노출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양돈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 축산의 경
우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축산업의 환경 문제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은
향후 제주축산의 성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향후
제주농업의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농업의 생산구조 변화 속에서 농업경영체인 농가의 변화 역시
매우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 제주도의 농가인구는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높아 2017년 13.2%로 전국평균 4.7%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충남의 농가인구 비중인 13.6%와 유사하고, 전남의 16.6%보다 낮다. 즉 농가
인구의 비중에서 보면 제주는 충남, 전남, 경북 등과 같은 농업중심의 도와 유사
한 비중을 보인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비
중은 2016년 전국평균의 1.8%보다 5배 가량 높은 10.1%를 나타내고 있어 농
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타 지역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제주의 규모별 농가구조 변화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 표시
한 것이다. 제주의 농가 수는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하여, 현재 약 3만호 수준이다. 1980년에서 1990년에 이르기까지 농가 수는 연
평균 –2.8%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이후 주춤하다 2010년 이후 –2.4%의 감소세
로 또다시 급감하고 있다.
규모 계층별로 살펴보면 2010년경까지 진전되던 대규모층 농가수의 증가는
2010년 이후 –4.8%(5ha 이상 농가)의 감소율로 축소되고 있다. 또 1ha 이상의
중농층 역시 감소세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즉 제주농가는 2010년 이후 중·
대농 규모층의 축소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와 제주시를 비
교하면, 서귀포지역에서의 축소가 더 심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규모의
축소는 1990년대 중반의 UR협상 타결에 따른 불안감에 시작된 이래 최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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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제주농업 부문이 2015년경을 지나면서 생
산과 농가구조에서 위축의 심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제주농가의 지역별, 규모별, 시기별 변화율 추이 : 1960~2015 (%)
총 농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0.5ha
미만

0.5~
1ha

1~
3ha

3~
5ha

5ha
이상

1960-80

0.4

-0.5

-0.1

2.1

10.4

1980-90

-2.8

-4.8

-3.0

-1.1

5.5

1990-00

-0.3

-0.5

-0.8

-1.0

4.6

2000-10

-0.3

1.7

-1.1

-1.8

-1.3

2.2

2010-15

-2.4

-1.9

-1.8

-3.2

-3.8

-4.6

1960-2015

-0.7

-1.1

-1.1

-0.3

4.9

1960-80

0.1

-1.0

0.0

2.1

9.1

1980-90

-3.4

-6.2

-3.5

-1.0

8.1

1990-00

-0.2

-0.2

-1.0

-1.0

5.6

2000-10

0.2

2.5

-0.8

-1.8

-0.7

2.6

2010-15

-2.1

-1.3

-1.9

-3.2

-2.8

-3.2

1960-2015

-0.8

-1.2

-1.2

-0.2

5.3

1960-80

0.8

0.2

-0.1

2.1

11.3

1980-90

-2.0

-3.0

-2.4

-1.2

3.6

1990-00

-0.4

-1.0

-0.5

-1.0

3.7

2000-10

-0.9

0.5

-1.3

-1.8

-1.9

1.7

2010-15

-2.8

-2.7

-1.6

-3.2

-5.0

-6.6

1960-2015

-0.6

-0.8

-1.0

-0.3

4.5

자료) KOSIS, 농업총조사
주) 성장률은 기간 중 연평균 복리 성장률 (%)

이 밖에 제주농업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면, 2015년 농가의 경지규모 3ha(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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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이상 농가는 전체농가의 8.4%인 반면 1ha(3,000평) 미만의 농가는 전체의
63.5%에 달하고 있다. 또 판매액 규모에서 보면 2015년 연간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가 전체의 13%이고, 3,000만원 이하의 농가가 73.3%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업농가는 전체의 39.8%이고, 60세 이상 경영주 농가는 전체의 52.4%이
다. 결국 제주의 농가는 아직도 소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를 전업
으로 삼는 상업적 규모농이 매우 적다. 또한 전국평균보다는 젊다고 하지만 고
령농가의 비중이 매우 높아, 농업 전체의 활력은 낮은 편이라 하겠다.
제주농업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이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
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상황을 살펴보면 국제적 경기침체와 한국경
제의 성장둔화는 시장 소비를 위축시키고, 제주 농산물의 소비시장 규모는 축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 농산물의 소비는 점차 축소되고 있고, 제주농산물의
생산은 특정품목에 집중되고 있어, 그들 품목의 공급량은 소비에 대응하여 줄어들
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의 이러한 상황은 과거 농산물 시장 개방 시기의 구조와는 성격이
다른 환경이다. 현재 한국내부의 경제, 사회, 정치적 구조 전환은 물론 국제경제
및 산업의 시대적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제주의 미래가치를
지키고 제주농업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려면 시대적 대전환의 상황을 정확히 이
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 경기의 지속적 고도화
및 저성장,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절대적 부족, 환경가치의 상승 등은 제주농업
은 물론 한국농업 전체의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대적 변혁 요인이다. 이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미래에 대비한 구조의 전환을 신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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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제주농업 발전전략과 극복과제

1) 제주 농업의 존재가치와 미래
제주농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라는 고유한 지리적, 자연적 환경
속에서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될 수 없이 중요한 자원·환경 유지관리 기능을
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를 지지하고 있고, 국민에게 안정적이며 안전한 농산물
을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농업은 향후 제주의 미
래 산업으로서 결코 경시할 수 없으며 그 존재가치에 대해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경제 및 사회 변화는 물론 국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등 대내외 환경 여건의 대전환 속에서 그 대비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제주농업의 미래가치는 제주의 경제사회를 지킬 주요한 산업이지
만, 미래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구조 전환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주농업은 과거
의 연장선 속에서 이러한 대변화와 무관하게 성장을 유지하려 하고 있고, 시장과
의 괴리는 제주농업의 활로를 잃게 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 주체인 제주농가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제주농업의 핵심주체가 누구인지, 어
떤 형태로 이들과 농업구조를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시대적 환경변화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대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제주농업의 미래가치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기도 하다.

2) 미래 제주농업의 발전전략과 극복과제
제주농업이 향후 전개되는 경제·사회·정치·산업적 환경의 대변환기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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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고 준비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그 추진에 있어 극복할 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
우선 제주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중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을
꼽는다면, 제주농업이 산업으로서 미래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근본적인 농업기반 구조를 미래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주농업은
1960~1970년대 관리되어온 농지를 그대로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다. 현재 많
은 농가가 농지의 이용과 소유에 있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
음을 실감하고 있다. 높은 개발수요와 농지의 훼손을 통해 현재 제주의 농지가
격은 천정을 모르고 상승한 상황이다. 이렇게 높은 지가를 형성하는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지대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현재의
제주농지의 이용과 관리 방식으로 미래 제주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능을 유
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농지의 지력 유지와 관배수 설비 등 농업
생산을 위한 기초기반 역시 아직도 완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주 농지의 실
정이다. 이의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농업노동력 구조의 개선이다. 이미 제주농업은 외국인 노동력이 없으
면 농업이 불가능한 현실에 도달해 있다. 불법과 합법이 혼재하며 제주농업 노
동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계절적 특정 품목의 농작업에 있어서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 및 수확 관리는 제약이 크다. 과일과 채소 중심의 제주농업은 쌀
중심의 다른 지역보다 계절 노동력 부족의 타격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노동력 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전에는 제주농업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 몇 가지 특정 월동작물에 편중되어 있는 제주지역 농업은 농산물 가
격변동의 위험과 기후변화 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정책적으로 제
주형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와 제도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한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부족 역시 향후 미래 제주농업의 제도와 틀을 개선하는데 제약요

미래 제주농업 발전전략에 대한 소견

339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미래 제주농업의 발전전략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국내외 제반 환경의
시대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제주농업의 근본틀을 재편한다는 대원
칙 아래 농지제도, 노동력, 산출구조, 미래 산업기술 변화 등의 주요 현안별 대
응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
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적 장치를 수반하는, 새로운 미래 제주농업의 근본
적 틀의 개선이 하루 속히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구조의 변화는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각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
을 수립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
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농업의 근본 틀의 개편과 구조 전환이 성공하려면 선결해야 하
는 과제가 있다. 그것은 농업구조 개편과 자원 이용에 있어서 변화의 목표를 분
명히 하고, 정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즉, 제주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주체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농업소득이 연간 100만원도
안 되는 취미 농가에게 제주농업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농업의 핵심농가 선정 대상의 확정이 미래 제주농업의 진로를 확고히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소농에 대한 농업공동체 지원과 육성 역시 제주농업의 미래가치에
다른 요소로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분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주농업을 지키는 후계농업인의 육성과 경영능
력의 증대는 현재 가장 힘든 과제이기도 한다.
농가에 대한 정책기준의 명확성과 함께 농지문제에 대한 미래 계획과 제도 역
시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하지만 농가의 자산으로서의 농지는 농업생산요소로서
의 농지와 대립적 가치를 지니고 그 개편을 제약하게 된다. 제주 농지의 확보와
미래 이용 및 관리에 대해 명확한 전략과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미 ‘농업 진흥지구’가 폐지된 제주지역에서 농지를 지키는 제도의 정비는 쉬
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주농업은 바람직한 미래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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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제주지역 경관 및 자원 환경가치와 그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해
농업 내부는 물론이고 비농업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미래 제주농업
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서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에
서 언급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진정한 제주농업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농업인의 수가 점차 축소될 경우 미래 농업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 비농업계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미래 제주농업이 국가와 지
역사회에서 유지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극복과제이기도 하다.

4

결 론 : 제주가치를 지키고, 국가에 기여하는 미래 제주농업
제주농업은 산업으로서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먹거리 생산 주체만이 아니라

제주의 환경과 자원을 지키고, 제주 가치를 보전하는 매우 중요한 공익적 기능
을 수행하는 주요 기간사업이다. 이 산업이 기반을 든든하게 다지고 흔들림 없
이 발전해야 제주의 다른 산업이 유지될 것이다.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 가치
와 제주농업의 기능과 역할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미
래에도 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존재하려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제주농업의 산업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돼야 할 것이다. 미래 제주농업에 있
어 농업인의 수는 현재보다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현재 고령농업인의 자연적
은퇴는 제주농가의 절반가량이 가까운 장래에 소멸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농지
와 자원을 유지하며 농업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규모화를 의미하고,
제주농업의 미래는 더 이상 소농에 의한 경영이 아니라 프로 농업인에 의한 상
업적 경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주농업 환경의 필연적 변화는 이제 제주농업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농업계 내부와 농정에서는 이러한 변화요구에 대응하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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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농업을 둘러싼 경제사회변화의 대조류는 제주농업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루속
히 제주농업 환경변화를 직시하고, 제주농업의 미래가치와 기능을 정확히 이해
하여, 농업계 및 비농업계가 힘을 모아 근본적 틀의 개편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제주농업 구조 개편의 대장정을 구성원 모두가
정확히 인지하고 추진해야만 그 성과가 나타나고, 진정한 미래 제주농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될 것이지만 미래 제주농업과 제주가치
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미래 제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주농업의 새로운 틀 구축’에 지금 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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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전통수산업 조수익
1조원을 넘다
- 양희범

2

제주 전통수산업
조수익 1조원을 넘다
양희범
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들어가면서
수산업 조수익 1조원은 1946년 7월 1일 도제실시 이후 약 70년 만에 이룬 성
과다. 2011년도에 8,000억 원 대에 진입한 후에 계속 정체를 보이다가 2017년
도에 생산금액 1조732억2,000만 원으로 드디어 1조원을 달성하였다. 생명을
담보로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며 낚시를 드리우고 그물을 당겼던 ‘극한직업
인’(極限職業人) 제주 어업인들이 흘린 땀의 몫이다.
여기에는 과거부터 중앙부처의 정책을 뛰어넘고,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의 정책이 뒷받침 됐다. ‘친 환경, 친 자원’ 정책을 기반으로 어업기반시설, 경영
안정과 복지,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을 중요시 하는 패키지(통합) 정책이 어업인
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미 이러한 정책
은 1980~90년대 해녀 어업인 들을 위한 소라TAC(총허용어획량)제도, 잠수기
어선 매수사업 등 중앙부처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수범사례이다.
또한 자원남획이 되는 다른 지방의 그물어업과는 달리 제주도는 자원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적 어법(낚시어업)인 채낚기와 연승어업이 주류다. 그린피스
(Green Peace)가 지지하는 ‘착한어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 산물이 갈치와 옥
돔이고, 해녀어업이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제주도만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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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
어 소비자 중심의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수산 조수익 1조원의 성과는 이
들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1

기회의 바다, 제주해역(海域)
제주바다는 지리학적으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의 관문이다. 제주주변 및 동중국

해 어장 중심으로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자원 및
해양생물의 최대 보고(寶庫)이다.
수산업 측면에서 보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의 중심해역이고,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가 조업하는 황금어장이다. 대마난류와 황해난류가
동서로 감싸면서 북상하고 연안 수역의 표층수온 범위는 약 12~30도로 2월 하
순경에 최저, 8월 중순경에 최고의 수온을 보인다. 이런 영향으로 제주도 연근
해 및 동중국해에는 난류성 어족의 회유로 및 월동장이 되기 때문에 수산자원
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좋은 어장이고 미래 지속가능한 기회의 바다이기도 하다.

2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투자 확대가 성장 이끌어내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당시 예산의 투자규모는 1,067억6,600만원

(특별행정기관 이전 전으로 항만개발 및 관리는 미포함 됨)이었으나 2016년도
2,589억2,900만원(항만, 해양관광 등 포함)으로 143%가 증가하였다. 전통수
산업 분야에도 투자가 확대되었다.
어선어업은 어선의 현대화와 자동화시스템 구축, 어가의 경영안정과 복지정책
일환으로 유류비 지원,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험료 등 지원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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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은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친환경 양식을 위한 기반시설, 개별
어가에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민간(법인) 및 양식수협에 폐사어 처리시설, 사
료개발 인프라 시설, 홍해삼 양식단지(양식섬프로젝트 포함),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개발, 무병종자생산보급 양식시설, 아직까지 블루오션 영역인 참다랑어 양
식 등 지원도 확대 되었다.
해녀어업은 해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복지사업과 마을어장의 자원회복을
위한 자원조성사업 등이 확대 지원되었다.
수산물가공 및 유통 사업은 지구별 수협의 냉동·냉장시설의 규모화와 직판장
및 위판장의 현대화, 한림수협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개인(법인) 등
에 보조 사업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을 확대 지원하였다.
연안어장의 자원회복을 위한 어장 및 자원조성 차원에서 연안어장목장화, 인
공어초시설, 종자방류 등 사업도 확대되었다. 이처럼 적절한 시기와 규모 있는
투자가 조수익 1조원 성장의 견인을 하였다. 수산업의 전체 조수익은 특별자
치도 출범당시인 2006년도 생산금액 6,115억6,900만 원에서 10여년이 지난
2017년도 생산규모는 1조732억2,000만 원으로 75%가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도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조수익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조수익 증가 이유
는 어선어업은 갈치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주력업종인 근해채낚기 및 연승어업
과 참조기를 대상으로 하는 근해유자망어업이 안정적 조업이 이루어졌고, 시장
에서는 갈치, 참조기 등의 높은 가격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양식어업은 전국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광어양식이 시설규모 증가와 생산량 및 생산금액
이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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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별, 분야별 주요사업 및 정책이슈
가. 어선어업이 1조원 견인
1조원의 성장은 업종에서는 어선어업, 품목에서는 제주산 은갈치이다. 제주특

별자치도 해양수산 전체 조수익이 2017년도 기준 1조732억2,000만원인데 이
중 어선어업 조수익은 5,391억1,700만 원으로 전체 조수익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력업종은 연승, 채낚기, 유자망어업이고, 주요 어획품종은 갈
치, 조기류, 옥돔 등이다.
2016년도 조수익 9,000억원대에서 2017년도 1조원대 진입의 효자품목은 단
연 제주산 은갈치이다. 〈표 1〉과 같이 최근 3년간 갈치 생산량은 2015년도 1만
3,858톤에 1,903억2,300만원, 2016년도는 1만3,929톤에 2,138억100만원으
로 소폭 증가하나, 2017년도에는 2만6,261톤에 3,210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와 생산량, 생산금액을 비교하면 각각 89%, 50%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1〉 년도별 갈치 생산규모
(단위：M/T, 백만원)

년도
품목
갈

2000
수량

금액

2007
수량

금액

2011
수량

금액

2015
수량

금액

2016
수량

금액

치 14,298 113,455 25,308 186,231 17,305 241,729 13,858 190,323 13,929 213,801

2017
수량

금액

26,261

321,067

- 자료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현황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증가 이유로는 해황 여건은 물론 〈표 2〉와 같이 2014년도
부터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의 대형화와 장비의 현대화로 어획강도가 높아져 먼
바다 조업과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해역까지 진출하여 활발한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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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 졌고, 주력 생산 품종인 갈치 등이 소비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
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량 생산된 갈치의 가격 유지를 위해
지구별 수협에 매취자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을 특별 지원하기도 하였다.

수협에서 갈치 위판 후 경매를 하고 있다

〈표 2〉 톤급별 어선세력 증가추이
(단위 : 척)

톤급＼년도

2014

2015

2016

2017

계

233

238

261

278

20~30톤

143

148

155

163

30~50톤

72

70

82

89

50~100톤

18

20

24

26

- 자료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현황

어선어업 정책의 미래지향(未來志向)은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을 위한 안전·안
심 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크게는 인력난 해소차원의 어선자동화와 현대화,
경영안정과 복지, 조업과정에서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정책 등이다. 사업은 어
선자동화시설, 노후기관대체사업 등을 매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어경비
부담 해소를 위한 어선어업 경영안정에 치중하여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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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해보험료, 어선선체보험료지원과 먼바다 조업에 대비하여 구명장비 등 안
전장비 등을 매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중 유류비 지원, 다문화가정과 협력사
업(고용창출)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자망조립 및 수선작업장 시설, 안정장비 지
원 등은 전국적으로도 수범사례 정책이다.

나. 양식광어 단일품종으로 생산규모 1등
제주특별자치도 양식 산업의 대표 품종은 양식광어다. 단일 품종으로 1조
원 견인의 1등 품목이다. 생산규모는 2017년도 2만5,092톤으로 생산금액은
3,388억원이다. 〈표 3〉과 같이 연도별로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일 품종으로 전체 조수익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어류양식의
31%, 광어양식에서는 61%를 제주 양식 광어가 차지하고 있다. 2005년도 정부
가 지정한 ‘일류상품’이고, 안정적인 생산규모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
침으로 ‘국민횟감’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양식광어는 수출에도 효자품목이다. 수산물 수출은 2017년도 기준 3,678만
7,000불로 이중 광어가 2,551만6,000불로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 수
출시장이 일본이며,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주시장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광어양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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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양식광어 연도별 생산규모
(단위：M/T, 백만원)

년도

품목
양
광

식
어

2000

2009

2011

2015

2016

2017

수
량

금
액

수
량

금액

수
량

금액

수
량

금액

수량

금액

수
량

금액

5,385

73,331

26,047

255,000

22,823

251,205

27,142

291,684

26,098

331,334

25,092

338,800

- 자료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현황

양식광어가 식품으로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는 이유는 안전성에 대하여 제도
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하면서 제주산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
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도에 ‘양식광
어 주사제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
양식산업 정책의 미래지향(未來志向)은 고품질,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
한 인프라 구축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
양식수산물의 품질·위생·질병 등 안전성 관리, 양식수산물 소비확대, 양식수산
물 재해대비 지원 사업 등이다.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시설,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 설립(설계비 확보)과 청정 광어특구
지정 등은 미래 제주 양식 산업을 견인 할 인프라시설로 매우 중요하다.

다. 산업(생산)과 문화가 함께 성장한 해녀어업의 세계화
해녀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에 정한 마을어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
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 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이다. 생산 대표 품종은 소라, 전복, 오분자기 등 패류와 톳, 우뭇

350

수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가사리 등 해조류와 그 외 소득비중이 높은 성게, 해삼 등이다. 2017년도 생산금
액 270억4,600만원으로 2006년도 174억8,100만 원에 비교하면 약 55%가 증가
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마을어업 신 어장관리 핵심10대 과제’를 선정하여 해녀어업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였다. 해녀작업시간 줄이기 운동, 마을어장경영평가
제 도입,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효과검증시스템 구축, 마을어업생산품종에 대한
생산통계 정립, 해녀어업인을 상호 배려하는 ‘수눌음’ 운동전개, 해녀어업정책
중앙정부 관심 유도, 소라TAC 체계적·효율적 관리, 관광객 등 마을어장에 대한
마찰해소 방안, 어장휴식·고령 어가 등 수산자원관리 보전제 추진, 해녀 어업인
에 대한 어장관리 교육 강화 등 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해녀에 대한 어업, 문화, 복지 등에 대한 새로
운 사업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이 커지게
되었다. 제도적으로는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계획’ 수립(2011. 9), 「제주
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정(2017. 6. 2) 등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새로운 사업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5년 12월 해양수산부는 ‘제주 해녀어업’을 대한민국 1호 ‘국가중요어업유
산’으로 지정 하였다. 2016년 10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의 평가기구
가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등재 권고로 2016년 11월 30일 ‘제주해녀문화’가 ‘유네
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 되었다.

2016년 11월 30일 에티오피아에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등재 순간 원희룡 지사가 환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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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기구도 확대 되었다. 2006년 6월 해녀박물관이 건립 개소되고,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2017년 7월 해양수산국 내 ‘해녀문화유산
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매년 9월 셋째 주(토요일)를 ‘해녀의 날’로 지정하였다,
해녀축제도 2007년 1회를 시작으로 2017년도 제10회 축제를 맞이하였다. 제주
해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어촌계 단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
는 해녀학교(한수풀, 법환) 지원과 신규 가입을 하고 있는 해녀와 70세 이상 고
령해녀에 대한 수당지원 등 복지정책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4

1조원 성장 견인 주요사업 및 정책
가.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 자원조성
연안 어장 자원 조성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인공

어초시설, 해중림 조성, 투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종자방류 등 자원 조
성은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종자를 방류하고 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1972년도부터 시설하여 2017년도까지 3만6,688ha에
2,123억5900만원이 투자되었다. 2008년도부터는 5년 단위 광역어초어장 5개
년 계획에 따라 ‘1읍·면 1광역 어초어장’(16개 읍·면 및 시 단위 연안 앞바다에
34개소의 광역 어초어장을 조성)에 강제어초, 콘크리트 어초, 친환경소재 어초
등으로 조합 설치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과 육상에서 기인한 각종 오염원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갯녹음 어장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4
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4개소 265ha에 192억2,500만원(국비 153억8,000
만원, 도비 38억4,500만원)이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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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방류사업은 도 해양수산연구원이 공익적 자원 조성 차원에서 자체 생
산한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종자를 연안어장(마을어장 중심)에 매년 200만 마
리 정도 방류하고 있다. 도에서는 매년 약 2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민
간 종자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종자를 매입하여 어촌계별 마을어장에 방류하고 있
다. 199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체 수산종자(전복, 홍해삼, 돌돔 등) 방류실
적은 사업비 310억8,700만 원을 투자하여 4,077만9,000마리에 이른다.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은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까지 4개소(고성·신양, 강정, 북촌, 금능 지선)에 180억원(국비 90
억원, 지방비 90억원)이 투자되었다. 개소 당 5개년 사업으로 매년 10억원씩 총 50
억 원이 투자되었다. 사업내용은 어장조성(인공어초, 투석 등), 수산종자방류 등이다.

나. 양식 산업의 다변화 시도
참치양식 및 종묘 공급기지화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해상에 사
업비 13억3,800만원(국비 4억원, 지방비 4억원, 자담 5억3,800만원)을 투자하
여 중층 외해가두리 시설을 완료하였다. 2016~2017년 2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참치종자 2,950마리를 들여와 현재 약 2,500마리가 10~25kg까지 성장하였으
며, 곧 출하를 앞두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해상 참다랑어 외해양식 수중가두리 전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해상 수중가두리에서 참다랑어 양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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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양식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업체(한국해수관상어 종묘센터)에서
양식기술이 성공함에 따라 2015년도에 ‘해마 특화양식 기반시설사업’을 해양수
산부 공모를 통해 사업비 4억8,500만원(국비 1억2000만원, 지방비 1억2000
만원, 자담 2억4500만원) 확보하여 민간업체에 지원하였다. 현재 국내시장 중
심으로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파생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제주시 종달리 소재 한국해수관상어 종묘센터에서 해마양식을 하고 있다.

홍해삼육상특화양식단지조성사업은 중화권 수출전략품목으로 2014년 해양
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전체 사업비 약 37억원 규모(국비 30%, 지
방비 30%, 자담 40%)의 사업으로 민간업체에 지원하여 현재 종자 생산 및 양
성 중에 있다.
우도홍해삼양식섬 조성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을 지원하여 4개 어촌계 마을어
장 지선에 해삼초 440개, 투석 1만6,772㎡ 시설과 해삼종자 33만5,000미를 방
류하였다, 사업성과는 2~3년 후부터 나타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원에서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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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산물 가공·유통에 혁신 FPC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화하여 전 처리·가공 등을 거쳐 대형소비처 등에 공
급하는 FPC(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한림수산업협동조합에 특별 지원하
였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86억원(국비 56
억원, 지방비 42억원, 자담 88억원)을 투자하였다. 한림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
통센터 건립으로 제주 주변해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고등어 등을 수시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2017년 2개년 동안 FPC 생산실적은 5만
3,405톤에 410억8,300만원이다.

한림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수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연계
를 통한 소비자 및 시장지향형 신 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산업 창업·투
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15~2017년)사업으로 사업비 47억원(국
비 23억5,000만원, 도비 23억5,000만원)을 투자하였다. 사업내용은 수산 기업 발
굴 및 육성, 마케팅 지원, 창업·중소기업 컨설팅 및 R&D 비용, 제품개발 및 브랜
드 개발 등이다. 이후도 2단계(2018~2020) 사업으로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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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금바리(자바리)의 자원회복은 좋은 징조
최고 횟감으로 손꼽히는 제주 고급향토 어종 ‘다금바리’ 어획량이 3년 새 10배
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다금바
리(표준어 자바리)의 주 서식지인 서귀포시 모슬포 해역에서 다금바리 어획량이
2014년 1.4톤에서 2017년도 13톤으로 약 10배나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실
은 해양수산연구원의 자체 종자 생산을 통하여 2007년도부터 꾸준히 방류해온
성과다.
이기용 모슬포어선주협회 회장은 “재작년부터 다금바리가 많이 잡히고 있어
어민들이 방류사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다금바리 등 고급 향토 어종에 대한 대량 생산 체계를
조기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종자를 연안 어장에 확대 방류할 계획이다.
다금바리, 붉바리 등은 농어목 바리과의 어종이다. 식용으로 기호도가 높고,
고가 어종으로 수요가 많다. 그동안 개체 수가 많이 줄었으나 다금바리는 방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고급향토어종 다금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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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연구)기관 유치,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유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주변 해역의 자원보호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차단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통하여 2014년 3월 11일 ‘해양수
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유치하고, 이후 2017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시켰다. 인력 및 조직은 정원 168명으로
사무직원 11명, 어업지도선 운영 157명이다. 어업지도선 현황은 10척으로 500
톤급 7척, 700톤급 1척, 1,000톤급 2척이다. 제주연근해~동부 전남·서부경
남해역 일원이고 한·일 중간수역, 한·중 중간수역 일부가 관할해역으로 포함되
었다. 제주도에 남해어업관리단 설치 운영으로 제주도 주변 해역 및 동중국해
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조업피해 예방 등 경제적으로도 기여하는 성과가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제주연구소 유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제주연구소는 2009년 7월 제주도와 제주국제해
양과학연구·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협약체결을 하고, 2012년 9월에 제주시 구좌
읍 행원리 소재에 센터 유치 신청을 통하여 2013년 11월에 센터 기공식, 2015
년 5월 준공 후 같은 해 6월 개소하여 본격 업무에 돌입하였다.
주요업무는 기후변화 전초 기지 연구 수행 및 제주해역 해양생태계 연구, 제
주 해역의 특성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식의약품 소재 연구 등과 특히
용암해수 기반 청정원료소재 융합 기술개발, 제주 해양미생물 신호단백질 활용
기능성 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제주 연안 환경오염 현황과 해양생태계 변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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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탐사 체계를 활용한 저염분수 탐지 연구 등 제주지역과 연관된 주요 핵심과제
들을 수행하고 있다.

6

마치면서
“값비싼 제주산 은갈치도 자원관리형 친환경어업으로 출발”했다. 수산업 조수

익 1조원의 성장원동력은 물량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이다. 대표적 산물로 낚시
로 잡는 갈치와 옥돔, 안전성과 청정의 무기로 양식하는 광어, 생태적 어법으로
해녀들이 맨손으로 잡는 소라 등이다. 제주도의 전통수산업은 규모는 작지만 지
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이미 생태적 어업, 자원관리형 친환경 어업기반으로 출발
했고, 지금도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리미엄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 수준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
업모델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새로운 정책모델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
정 제주수산업과 청정 제주바다의 가치를 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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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착민과 지역민의
융화·협력을 위한 추진 방향
- 이화진

2

정착민과 지역민의
융화ㆍ협력을 위한 추진 방향
이화진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

제주지역 인구 증가 현황
2000년 이후 제주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주민 유입인구가 본격적

으로 증가한 것은 201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이주민 증가의 요인으로
는 첫째, 지방정부의 외자 및 기업 유치사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균
형적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분권 프로젝트 사업으로 상당수 인구가 기업
과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제주에 유입되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기업이전 지
원정책 추진과 제주지역의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전후
부터 실시된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이 제주지역 인구유입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
어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개된 혁신도시, 국
제학교 설립 등도 인구유입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올레길의 개발
에 따른 이른바 느림의 미학을 새로운 가치로 추구하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저가
항공으로 교통의 편의성이 향상된 것 등이 이주민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자연환경과 초등학생 자녀들의 교육여건, 은퇴이후
의 여유로운 삶의 추구 등도 제주지역 이주를 유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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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둘째,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함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의 유입증가도 무
시하지 못할 인구유입의 요인이 되었다.
2010년 처음으로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를 앞서기 시작하였고 이후 해마다 순
유입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는 한해 1만 명의 순유입 인구
가 발생하여 제주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2010∼2012년 까지는 제주시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서귀포시에 더 많은 비율의 이주민이 유입되었고 세대별로는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
년인구는 제주를 떠나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제주지역에 이주한 이주민들은 생활패턴
과 가치관에서 웰빙 바람과 함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이주배경
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쟁 체제에서 지친 사람들이 자
연과 더불어 느리게 살아가는 삶에서 위안을 삼고 싶어 하거나 여유로운 환경에
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2

정착주민의 정착과정 및 지역 선주민과의 인식 차이
정착주민의 증가에 따라 제주사회는 많은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0

년 이후 최근까지 제주로의 인구유입 현상은 제주도 자체가 지닌 자연환경의 우
수성 등에 매력을 느껴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
지만 한국사회의 변화와 함께 서울이나 대도시 환경이 특히 젊은이들을 제주로
이주하게 하는 원인 또한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문
제라 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인 20∼30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
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운 -물론 임금이나 일자리 질은 낮지만- 곳을 찾아서,
혹은 경쟁위주의 삶을 탈피하고 자녀에 대한 대안교육 장소로, 그리고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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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치유나 힐링의 목적으로 제주 이주를 감행하기도 한다. 제주로의 유입인구
증가 현상에 대한 배경이나 원인 분석을 차치하고라도 현재 제주는 한국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많은 수의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제주에 이주한 정착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주초기에 우선적
으로 구해야 하는 일자리와 주택문제에서 시작된다. 정착주민들이 이주 및 정착
과정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이나 며칠간의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삶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과 그들이 가지
고 있었던 사전 정보와의 차이 또한 점차 실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육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주이주에 대한 정보가 낭만적인 담론을 위주로 생산
되고 이러한 정보를 소비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와 일자리 문제 이외에도 정착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
움은 적응하기 힘든 낯선 기후문제, 읍면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들에게는 수
시로 등장하는 각종 벌레들, 그리고 병원과 학교, 문화시설을 포함한 각종 편의
시설 부족과 자가용이 아니면 이동하기 불편한 교통시설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단기간 내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는 선주민과의 관
계에서 느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한 생활문화 적응 문제를 들 수 있다.
생활문화의 차이는 정착주민과 선주민과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랫동안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온 선주민들에게는 마을세를 내려 하지 않
고 마을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마을 구성원들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정착주
민을 우리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건하게 유지되어온
마을 공동체 문화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선뜻 정착주민을 받아들이
려 하지 않는다.
정착주민 입장에서는 특히 대도시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개인주의 위주의
생활문화와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한 채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제주
지역의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변과의 연대를 중요시하는 공동체 마인드, 단체지
향적인 관계 형성 지향 등을 수용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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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생활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제주에 정착하는 유
입인구가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그 중에는 30,
40대 젊은층의 생산가능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서도 기대할 여지가 있다. 유입인구는 주로 대단위 아파트나 개발이 진행된 곳
을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에도 인구증가가 감지될 정도다. 아이들
과 젊은 세대가 떠난 마을에 정착주민이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에 활
기가 생기고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는 육지에서 온 아이들 덕분에 학생 수가 늘어
나기도 하였다. 또한 평범한 돌담을 예쁘게 장식하고 손수 제작한 물건을 가지고
플리마켓을 열어 새로운 가치의 관광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착주민과 선주민과의 인식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모두가 이로운 상생방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 유심히 보면 지
역에서 발생하는 선주민과 정착주민의 대부분의 갈등에는 마을 공동재산의 관리
나 이용, 마을의 개발이익 등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서
적으로나 협력을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이주민(정착민)과 선주민의 융화와 협력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은 정착주민과 지역 선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

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맺기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실현하
기 위하여 정착주민과 지역 선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다름의 가치를 배우고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일련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
요하다. 가령 정착주민들에게는 지역사회를 바로 이해하고 선주민과의 의사소
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주어 학습,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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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역사회를 알기 위한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또한 지역 선주민에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정착주민을 이해하고 그들과 더
불어 잘 살기 위하여 다름의 가치와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소통의 실천 등을 포
함하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정착주민과 지역 선주민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이 이성적인 접근
이라면 네트워크를 통한 만남과 소통의 활성화 시도는 감성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
남을 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의미있는 일이다. 이
성적으로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네트워킹을 통한 만남의 장에서 감
성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층 더 진화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공동체는 제주특유의 전통적인 공동체 유지 혹은 육지문화의 일
방적인 수용이 아닌 새롭고 진전된 가치를 함유한 공동체로 자리잡을 것이다.
육지에서 이주한 분들 중에는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적인 배경을 가진
분들도 상당수 있다.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주형 협력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
요하다. 유입인구의 증가가 제주도민들의 일자리 감소와 기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협력을 통하여 새롭고 더 큰 파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일자리와 경제부문에서
도 상생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4

도정의 노력과 추진방향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제주도청에서는 2014년 4월에 전국최초로 기존의 개별

화된 이주민 지원조례(귀농귀촌인, 거주외국인, 다문화 가족)를 모두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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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문화에 적응하
기 어려운 정착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틀을 마련하였다. 포괄적인 정착주
민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정착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정에서는 제주 전 지역 읍면동마다 정착주민 협의회를 조직하
고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정착주민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역안내서를 비치하
고 정착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초기 성급하게 마련한 정착주민 적
응 지원방안은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을 노출하였다. 급하게 조직한 정착
주민협의회의 결속력은 느슨하였고 읍·면·동의 정착주민지원센터는 홍보가 부
족하여 정착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였다.
초기 행정의 성급함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장기적이고 체계적
인 정착주민의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통합을 위한 상생과 협력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정착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정착주민의 적응문제와 선주민과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제
주사회의 주택 및 교통문제 등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등 제주사회의 인구증가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정착주민 지원
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책을 정착초기 필요한 상담이나 정보안내에 관한 지원에
집중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상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협력사
업 지원 등 지역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
을 전환하고자 2017년 7월,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제
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였다.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정착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적응교
육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의식 교육, 정착
주민과 지역 선주민과의 공동사업 및 네트워킹 강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정착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였다. 정착주민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정착주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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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 선주민과의 인식 파악을 기반으로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정
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분야별 과제와 시책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핵심가치는 사람중
심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상호존중과 상생을 기반으로 제주지역의 오랜 문화적
전통인 수눌음 공동체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이웃과 서로 배려하며 나누는 정신
을 새롭게 자각하여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공적 영역에서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마련된 기본계획은 더불어 행복한 제주 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및 협력
을 통한 새로운 지역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세부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포함
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는 다음의 4개의 분야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성의 존중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정착주민과 지역 선주민간의 소통
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주이해 및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며, 다
양성의 이해와 공동체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로 이주한 정착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과 정착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마을 사랑방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정착주
민의 지역사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주어 경연대회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
문학 아카데미나 정착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시민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에 정착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둘째, 정착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선주민간의 네트워크를 구
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정착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확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
을 마련하였다.
셋째, 정착주민과 지역 선주민이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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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정착주민들에 대하여 지역사회
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산하고, 지역 선주민과 정착주민들이 함께 협력하
는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를 강화하는 것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
넷째, 정착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이주 이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다. 초기 정착과정에 필요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물론 정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 방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본계획이 차질 없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 증가가 뚜렷한 제주지역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하여 함께 협력하고 상생
하여 더 큰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정착민과 지역민의 융화·협력을 위한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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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공존 개발로
제주 미래가치 제고
- 박재관

2

지역공존 개발로
제주 미래가치 제고
박재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장

1

들어가며
제주 미래비전에서 ‘공존’은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를 이루는 핵심 가치로서 모든 인
문·사회·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상호 공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뤄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스페인의 협동조합 ‘몬드리안’은 공동체와 개발이 ‘공존’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
힌다. 몬드리안은 바스크 지역 257개 기업과 조합에서 7만4,000명이 일하는 연
합체로서 자산이 40조원에 이른다.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몬드리안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100% 협동조합의 모습에서 주식회사와의
합작,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 등으로 조직을 거대하게 키운 바 있다. “유럽
위기가 와도, 스페인이 무너져도 몬드리안 공동체인 협동조합만큼은 아무런 일
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흔히들 얘기한다.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환경생태계 파괴, 주거난 등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
을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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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오버투어리즘을 겪고 있는 세계 5대 관광지로 태국 마이베이, 이
탈리아 친퀘테레, 페루 마추비추, 한국 제주, 콜롬비아 카노크리스탈레스를 선
정한 바 있다. 세계적 관광명소인 베네치아는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쓰레기
증가, 소음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임대료가 치솟고, 상당수
주택이 숙박업소로 바뀌면서 베네치아 인구는 50년 전에 비해 3분이 1 수준으
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베네치아는 조례를 제정해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관광객
에게 여러 종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곳은 베네치아뿐만이 아니다. 필리
핀 보라카이 섬은 지난 4월 무분별한 관광시설 난립과 미흡한 하수처리 시설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환경정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전면 폐쇄했다. 이 기간
동안 총 400개 리조트 가운데 환경보호장치를 완비했다고 합격점을 받은 곳 25
개 리조트에 한해 최근 재개장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소음과 쓰레기 문제
는 물론 관광객들이 한옥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는 등 주
민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주말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
를 열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관광’(지역민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을 홍보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개발은 공존보다는 원주민의 삶의 방식을 수동적으로 바꿔놓
고,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
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개발 정책의 뒷면에는 후유증
이 따르기 마련이다.
더욱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목 아래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점차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오인받고 있다. 지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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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해서는 개발해야 하고 개발을 하다보면 환경훼손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는 어려워도
친환경적인 여건 조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주지역도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관광개발의 편익이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외에 유출되며, 도민 삶의 질과 유리되어 오히려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주도의 투자유치 체계 확립,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
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기업이 함
께 상생해야 할 것이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소외 등 주민의 박탈감과 지역경제와의 괴리가 발생
함에 따라 민선6기 들어 개발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도민 속으로 스며들 수 있
도록 경제체계도 새롭게 그려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구축’을 민선6기 공약으로
정하고 2015년 1월부터 승인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승인조
건을 부여하고 지역과의 상생이 이뤄지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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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연계시스템)
◦ 도민고용부문
- 전체 고용계획 대비 80% 이상 고용
- 관리직, 비관리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비율을 균형 있게 고용
◦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부문
- 구매금액 30억원 이상/년 사업장은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지역농가와 구체적인 계약재
배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 구매금액이 30억원 미만/년 사업장은 지역주민과 상생협의체 협약 결과에 따라 이행계
획서 제출
◦ 지역 건설업체 참여부문
- 지역 건설업체(일반 및 전문건설)의 참여비율은 50% 이상(단, 특수공종 제외)
◦ 지역 생산자재 사용부문
-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반영하고 사용
◦ 기타 부대서비스 계약부문
- 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 자생단체가 부대서비스(세탁, 청소 등)에 참여
◦ 지역발전, 인재육성부문
-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인사, 재무, 회계, 호텔경영, 영업, 마케팅, 레포츠 등 다양한 고용
분야를 대상(경상계열, 어문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계열, 공학계열 등)으로 전문 인력 양
성 협약, 산학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 계획서 제출
- 마을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각종 마을발전계획 수립시에 사업체 전문분야 직
원들이 참여하여 마을발전방안을 기획, 제안하는데 협력
◦ 상생협의체 협약서에 따라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

2

추진상황 및 성과
이전까지 제주도민들은 ‘개발’을 중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
린 것이다.
하지만, 제주사람들이 진정 원한 것은 ‘개발’이 아니라 ‘발전’이 아닐까? 경제
적 성장은 사람들의 살림살이보다 앞선 가치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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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보다 높
은 삶의 질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관광산업과 급속한 개발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과거와 같이 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사업자가 가져가고, 이로 인한 환
경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짊어지는 등의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
화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과 보완, 제도화해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단체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한다.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라
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간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시키
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광개발 이익에 대한 도민 환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익성 있는 유망한 관
광사업의 성장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도 동반 성장시키고 있
는지, 지역경제에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지
등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공론화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
주도민들의 체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개발에 따른 이
익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투자자에 유입되어 외부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도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
의 지역 환원을 위해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제주특별법과 조례·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제도화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으며, 사업으로 인한 분쟁과 갈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안전장치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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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개발 사업장의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6. 1.25. 시행)
- (제147조제3항)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 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
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2016.11.23. 시행)
- (제26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제3
항에 따른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분야별 고용인원의 80%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료·첨단산업 등 도내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수기술자를 다수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2018. 2.28. 시행)
- (제9조제1항제3호) 50만㎡ 이상 개발 사업은 지역과의 공존 기여도 등 규칙으로 정
하는 사항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
 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경관·교통·재해·도시계획·환경영향평
가 등 관련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개정(2018. 6.12.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래비
전 가치실현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및 항목을 별표로 정한다.
[별표]
● 일자리부문
- 고용을 통한 공존가치 창출
• 신 고용창출규모 적정여부(연도별, 직종별, 성별, 연령별, 장애인 등 기타 취약계층별)
• 전문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전문인 양성방안 계획수립 여부
• 일자리 수요계획에 따른 현지인 고용규모 적정여부
• 도내 대학,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협력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고용지속성 유지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종업원과 지역과의 공존계획
• 기숙사를 대처할 수 있는 지역과 공동으로 준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계획수립 여
부(부분적 공공기여 분 제공방안 강구)
• 지역공존프로그램(공간 공유, 연계사업, 소비물품구매 등) 계획수립 여부(종업원을 위
한 탁아시설 유치, 공간 공동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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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협력부문
- 지역 농수축산물 및 도내 생산제품(식품, 화장품, 음료 등) 구매계획 수립되었는지 여부
(지역반입제품 10% 이상 구매)
•단
 지 내 홍보 판매장(50㎡ 이상), 설치계획 수립되었는지 여부
•판
 매장 직원 중 지역주민 50% 이상 채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관광개발 사업장의 분쟁 및 갈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7.10.24. 시행)
- (제147조제4항)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
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
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2018. 7.13. 시행)
- (제14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
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류를 받은 경우 제출된 내용을 도보 및 인
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4조제4항)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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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사업장·투자진흥지구 사업 추진상황(‘18. 6월말 기준)
투자금액(억원)
구분

합계
소계
관
광
개
발
사
업
장

유
원
지
개
발
사
업
장

투
자
진
흥
지
구

준공
완료
일부
준공
(운영중)
공사중
·중단
소계

개소

계획

실적

62

197.116

104,026

20

45,419

16,479
(36%)

2

3,039

3,039
(100%)

11

27,387

11,217
(41%)

7

14,993

2,223
(15%)

17

125,922

66,071
(52.5%)

지역업체 참여

계획(전체)

계획(도민)

계획(억원)

실적(전체)

실적(도민)

실적(억원)

37,054

29,318

42,464

10,641(28.7%)

7,929(27.0%)

17,766(41.8%)

8,066

6,546

8,267

1,310(16%)

1,203(18%)

3,016(36%)

209

196

1,424

195(93%)

191(97%)

269(19%),

3,210

2,834

5,072

1,070(33%)

983(35%)

2,256(45%)

4,647

3,516

1,777

45(0.9%)

29(0.8%)

491(27.6%)

26,202

20,812

30,112

6,958(26.6%)

4,964(23.9%)

10,579(35.1%)

20

17

1,045

22(110%)

20(118%)

5(0.5%)

22,242

17,670

27,470

4,940(28%)

10,507(38.2%)

준공
완료
일부
준공
(운영중)
공사
중단

15

99,425

61,826
(62.2%)

6,932(31.2%)

1

25,144

2,892
(11.5%)

3,940

3,125

1,597

4(0.1%)

4(0.1%)

67(4.2%)

소계

25

25,775

완료

22

5,970

21,476
(83.3%)
6,499
(108%)

일부
운영

2

19,484
19,484

14,954
(76.7%)

1,278

656

993

900(70.4%)

460(70.1%)

913(91.9%)

321
321

23
(7%)

60

48

185

1(-)

1(-)

0(-)

공사중

1

1
1

1,353

1,353
(100%)

고용

2,786

1,960

4,085

2,373(85.2%)

1,762(89.9%)

4,171(102%)

1,448

1,256

2,907

1,472(101%)

1,301(103%)

3,258(112%)

※ 투자진흥지구 44개 지구 중 개발사업 19개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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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에 있어서 민선6기의 두드러진 성과를 꼽자면 개발과 보전의 가치
충돌 문제에 대해 제주발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청정’과 ‘공존’의 성장체
계로 전환하였고, 투자와 연계한 도민 고용 등으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
주는 경제순환시스템을 확립하여 제주 성장통을 극복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관광객 유입을 통한 사업추진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제주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관광산업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일자리 창출·참
여기반 확대·복지 등을 지원하고 도내 인력의 건전한 수요 및 공급체계를 확보
하여 지역사회 기반형 관광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통하여 도민이 쾌적하고 생산
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주의 고유한 사
회문화적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전통산업 및 향토 산업과 연계한 관광 상
품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악영향에 대해서는 검증 관
리하여 저감하는 등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교육, 문화예술, 지역 재활력 등)
이행과 함께 도내기업의 지원 및 현장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 채용의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민체감 확산을 위해서는 전통문화(고유문화)의 활용성을 높인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관광
자원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를 통하여 핵심 연결고리인 관광을 중심
으로 관광-일-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 기
업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커뮤니티 비즈니스 구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
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의 계획과 운영과정에서 지
역사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였는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 및 협력계획이 있는가? 지역사회
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고용계획을 수립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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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 또는 직업교육 등의 지역 역량 강화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가? 등 지역사회 협력기준도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마무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계획이어야 제주에 적합한 관광 패러다임을 이

룰 수 있다. 생태적·사회적 수용능력 모두를 고려한 관광산업이어야 한다. 제주
도민이 원하는 개발은 청정자연과의 공존 속에 도민을 비롯해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속가능성에 있을 것이다.
살림살이란 자부심만으로는 지탱될 수 없다. 먹고사는 문제는 경제적인 성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개발을 원한다. 하지만 환경과 성장의 대립이 아
닌 순응하며 양립하는 환경이 곧 경제라는 기본 방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 이
상 성장과 환경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을 우리는 극복해야 하며, 환경과 경제
적 성장이 서로 공존하는 새로운 정책발굴이 모색돼야 한다.
희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며, 사
회와 더불어 공존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미래 활로 모색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상생·공존이 중요하다.
아직도 도민사회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
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성장모델로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지만, 개
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우려하
는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지, 기존에 정립한 원칙과 기준의 기반 위
에 중장기 정책에 대한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
을 발휘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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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1

‘보물섬 제주읍성,
성(城)안으로 가즈아~’
- 김영숙

2

‘보물섬 제주읍성,
성(城)안으로 가즈아~’
김영숙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주무관

1

보물섬 제주읍성의 역사성과 가치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
왕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청정 제주의 자연자원은 보물섬으로서 가치를 그대로
말해준다. 자연만이 아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하게 안고 있는 인문환
경, 인문자원 역시 두말할 나위 없다. 제주 섬 전체가 온전하게 지켜내어야 할,
수수천년 수수만년 후대에까지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할 보물섬에 다름 아니다.
제주읍성 안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문화재 또한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존
재들이다. 문화재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실체를 증거한다는 측면에서, 또 제
주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만으로도 대단히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그동안 도민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이러한 문화유적들을
그냥 무신경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세세하게 들여다보려는 눈길이라든
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는 탐구의 발심이나 보전에 대한 관심 또한 다소 부족
했던 게 사실이다.
과거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시 구도심, 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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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에 들어가는 일을 ‘성내(城內) 간다’ 또는 ‘성(城)안에 간다’라는 표현을 했
을 만큼 ‘읍성’의 의미가 남아있었다. 성내(城內), 성(城)안은 아주 오래전 탐라
국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행정 중심지인 제주목 관아와 백성은 물론
민가 등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제주성(제주읍성)의 안쪽을 구분
해 부르던 명칭이다.
탐라국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성곽을 활용하여 축성되었다는
제주읍성내 일대는 제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려 숙종 10년
(1105) 탐라군이 설치된 이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읍성철폐령으로 본 모습을 잃기 시작하였는데 1920년대 중반 대대적인 산
지항 축항 공사 때에 바다 매립용으로 성곽의 돌이 활용되면서 제주읍성 대부분
이 헐리게 되었다.
옛 읍성의 자취는 현재 오현단 일대와 제주기상청 후문 일부에 남아 있다.
제주읍성은 2,000년 역사의 증좌로서 역사·문화 사적(史蹟)이라는 가치 매김
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그만큼 보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배
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2

보물섬 제주 샅샅이 훑어보기
역사의 흔적을 따라 선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뜻을 되새기

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서는 제주가 보물섬임을 알게 해주는 제주읍성의 자취를 따라 성내를 돌아보면
서 곳곳에 남아있는 문화유적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보존하고 후대에까지 길이
남길 수 있을지, 유·무형의 문화재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본격적
인 운영에 돌입하였다.
이름하여 ‘보물섬 제주 샅샅이 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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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둘레가 약 3㎞ 정도로 알려진 제주읍성의 흔적을 따라서 성내를 함께 살
펴보는 ‘보물섬 제주읍성, 성(城) 안으로 가즈아∼’는 소풍처럼 떠나는, 제주의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해설도 듣고 스스로 느끼면서 제대로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었던 ‘제주읍성 걷기’ 행
사는 초등부와 가족부, 성인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초등학생과 그 가족 40여명과 함께한 프로그램은 총 6차례 진행되었
다.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개설되었던 걷기행사에는 ‘제주민요패 소
리왓’과 함께하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해설과 문화유적지와 어울리는 제주민
요와 동요도 함께 듣고 부르며 놀이처럼 재미있게 성안을 거닐면서 둘러보았다.
두 번째 성인 단체의 경우에는 모두 3차례 운영되었다. 홍기표 제주특별자치
도 문화재위원과 함께 탐방 길에 나섰는데 제주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과 더불
어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제주 읍성 탐방에 앞서 출발지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나서고 있다.(사진 출처 :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를 위하여 그 바탕이 되는 자료집 <보물섬 제주읍성, 성(城) 안으로 가즈아∼>를
발간하였다.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 등 제주읍성 문화유적지에 대한 소개와 관련 정
보들을 만화로 그려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게 풀
어쓴, 일종의 문화재 만화 기행록이다. 자료집은 제주읍성 걷기 프로그램 참여자에
게 배부하였으며 도내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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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성 성(城)안 걷기 코스는 둘로 구분하였다. 마을의 경우에 ‘동과 서’, ‘위
와 아래, 가운데’ 등으로 마을을 나누어 부를 때 쓰는 명칭인 ‘카름(가름)’을 차용
하여 ‘동카름길’과 ‘서카름길’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3

제주의 관문 동문이 자리한 ‘동카름길’ 걷기
동카름길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출발하여 삼성혈→제이각→남수

각 터→운주당 터→동문→삼천서당 터→공신정 터→조천석과 북수구→고씨주택→
칠성도→관덕정과 제주목 관아에 이른다.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삼성혈
먼저 동카름길을 따라서 함께 걷는다. 기행 참여자들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앞
마당에 모여 인원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였다.
출발지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018년에 개관 34주년을 맞았다. 제주의 자연
과 문화, 주민 생활상 등 제주 전통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속
과 자연사’가 공유되는 박물관이다. 제주의 상징관인 로비에서는 한라산과 설문
대할망, 삼성신화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민속전시실은 제주사람들의 통과의례
를 비롯하여 의식주, 생산·산업 자료를 입체적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자연사전
시실에는 제주도(島)의 형성과정과 지질 암석, 동·식물을 배치하였다. 해양종합
전시관에서는 해양생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시실 수눌음관은 제주의 역
사문화, 생태자원 등에 관한 주제로 정기적인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사회
교육실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체험행사가 이루어
지며 야외전시장과 석물전시장에는 제주의 암석 및 민속자료, 동자석 등이 전시
되고 있다. 박물관은 도지정문화재 9점을 소장, 전시하는 등 현재 총 4,023점
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정문을 벗어나 서측 300m 지점에 탐라문화의 발상지인 삼성혈(三姓

‘보물섬 제주읍성, 성(城)안으로 가즈아~’

385

穴)로 발길을 옮겼다. 제주도 고·양·부 세 성씨의 시조인 고을나·양을나·부을나
세 신이 솟아난 곳이라 전하며 모흥혈(毛興穴)이라고도 한다. 세 구멍은 품(品)
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양·부 후손들은 봄·가을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

초등부 어린이들이 탐라문화의 발상지인 삼성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출처 :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성곽과 그 주변
삼성혈에서 나와 북쪽 제주성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산지천의 남
수구를 건너는 홍예교 위편에 세워진 초루 제이각(制夷閣)을 만난다. 제주읍성
의 남측 가장 높은 지대에 세워진 누각이다. 이곳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면 성안
은 물론 주변의 언덕과 하천, 해안까지 한 눈에 들어와 그 풍광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한다. 1599년(선조 32)에 제주목사 성윤문이 남수구를 축조하고서 방어
와 감시용 성벽을 쌓고 ‘제이(制夷 - 오랑캐 왜구를 물리침)’ 의미를 담아 세웠
다는 해설을 듣는다.
동문시장 내 인근에는 충암 김정이 파놓은 우물인 판서정 터가 자리하고 있다.
1520년(중종 15) 8월, 제주에 유배된 충암은 사람들이 빗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내
팟골에 우물을 파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람들은 그가 형
조판서를 지냈으므로 이 우물을 판서정이라 부르고 그의 공덕을 기리게 된 것이라
전한다. 판서정은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허물어지고 말았다니 아쉬움이 크다.
성내 백성들, 수돗물이 공급된 이후로도 1970년대까지 제주시민들에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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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으로서 무척 긴요하였던 가락쿳물로 유명한 남수각 다리를 지나자마자 만
나는 남쪽 골목은 ‘남수각 벽화길’로 이름나 있다. 제주민요와 제주어 속담들이
아기자기한 그림들과 함께 벽화로 장식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탐방 길에서는
제주민요 ‘느영나영’, ‘오돌또기’라든지 ‘달 따먹기’ 같은 동요를 배우면서 함께
부르는 시간도 가져보았다. ‘미역짐광 애기짐은 베여도 안 내분다(미역짐과 아
기짐은 무거워도 안 버린다)’, ‘둥그린 독새기 빙애기 되곡, 둥그린 사름은 쓸매
난다(굴린 달걀은 병아리 되고, 굴린 사람은 쓸모 있다)’, ‘멜도 배설 싯나(멸치
도 창자가 있다)’ 같은 제주어 속담을 듣고 익히면서 한바탕 웃음이 일기도 한다.

제주민요와 제주어 속담들을 소재로 그림으로 장식된 남수각 벽화길(사진 출처 : 민속자연사박물관)

동편을 향해 걷다가 북쪽 골목으로 들어서니 야트막한 동산에 운주당 터가 나
온다. 1568년(선조 1)에 제주목사 곽흘은 식수 공급원인 산지천을 성안으로 끌
어 들이기 위해 제주성 동문을 뒤로 밀려 오늘날 제주지방기상청까지 성곽을 확
장하였다는데, 이때 높은 언덕에 장수의 지휘소인 운주당을 건립하였다. 성내와
바다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이다. 성내 요충지에 있던 운주당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포교당으로 사용되었으며, 6·25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이후에
는 고아원에 이어 경로당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운주당 터에는 현재 가림막을
하고 복원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물, 유적 사진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역사
의 향기가 진하게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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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천 일대 문화재를 찾아서
대도로인 동문로를 건너 골목으로 들어서서 50m 지점에서 제주읍성 동문의
성루 진양루(처음 세울 때에는 제중루濟衆樓였음) 터 표지석을 만날 수 있다.
1566년(명종 2) 곽흘 목사가 동성을 확장하면서 세웠으며, 여러 차례 중수되면
서 보존되다가 1914년에 헐렸다고 한다. 맞은편 골목 입구에는 우석목(돌하르
방) 거리라는 표지석도 눈에 띄어 동문 앞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의 자취를 엿보
게 하였다.
제주읍성 동문은 육지에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이었다. 제주목사 부임이라든지
어사 행차, 유배인 등이 대부분 동문을 통해 들어왔다. 또 목사가 제주 섬 전역으
로 순시를 나갈 때에도 동문으로 나가 서문으로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진양루 터에서 산지천 방향으로 걷다보면 북수구 못 미쳐서 제주읍성 잔존 성
곽의 일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성곽 모습에서 제주 현무
암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제주의 성곽이 축조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현장이었다.
산지천을 건너는 목교인 광제교의 동편 동산에는 1736년에 제주목사 김정이
세운 삼천서당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터만 확인할 수 있다. 형편상 향교와 서원
에서 공부할 수 없었던 아이들을 위하여 세웠는데 훌륭한 선비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는 기록을 엿볼 수 있다. 삼천서당은 산저천(山底泉)·감액천(甘液泉)·급고
천(汲古泉) 등의 세 샘물이 솟는 곳이라는 뜻의 ‘삼천’에서 따온 이름이며 이 지
경은 제주읍성 안에서도 경승지로 이름 높았던 곳이라 알려진다.
1653년(효종 4) 목사 이원진이 산지천 하류의 무너진 북수구를 복구하면서 그
위에 세웠다는 정자 공신정(拱辰亭, 처음에는 공신루拱辰樓)도 이 삼천서당 북
측에 옮겨 세워졌다는데 그 터에 복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1909년 일본인
화가 다케노 세이기치가 그린 ‘제주읍 산지천 일대 풍경(38×55㎝)’에는 동문과
광제교, 중인문, 공신정, 삼천서당 등을 고스란히 화폭에 담고 있어서 당시 이
일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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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가로지르는 산지천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른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
음사 위쪽 해발 720m 지경에서 발원한 산지천은 제주시 원도심을 지나 산지포
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 산지천 위로는 동문교와 북성교, 산지교,
광제교, 용진교 등의 다리가 놓여져 있다. 나무 또는 돌 등으로 만들어진 산지천
다리는 도심 속의 고풍스러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산지천변에는 먹이감을 찾
는 왜가리와 철새 무리 또한 방문객들을 반기기도 하였다.
또한 산지천은 제주성 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식수원이면서 아낙네들이 모여
드는 빨래터, 아이들에게는 발가벗고 뛰어들었던 목욕터이기도 했다. 바다와 가
까이 하고 있어 밀물 때에는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였
으나 곳곳에 솟아나는 용천수는 성안 사람들에게 생명수였다. 하류에는 제주 최
대의 문물교류지 산지포구가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제주항, 제2외항 등으로 확
장되어 있다.
광제교 아래쪽에 세워진 조천석과 경천암은 재앙을 막아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석이다. 특히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책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진 조
천석은 물에 잠기는 정도에 따라 홍수피해를 가늠하였다고 한다. 경천암은 조천
석을 받치고 있는 자연석, 큰 바윗돌이다. ‘경천’이란 ‘하늘을 떠받든다’는 의미
로서, ‘하늘을 떠받들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재앙을 막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니 지혜로운 작명이라 여겨진다.

김만덕기념관, 산지천미술관, 아라리오뮤지엄
큰 길 건너편에는 김만덕기념관과 객주가 세워져 있다. 제주읍성 밖 지경이
다. 김만덕(1739~1812)은 조선시대 제주 여인이다.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한때 기적(妓籍)에도 올랐었으나 객주를 운영하면서 물류 유통업을 통해 거상
에 오른 인물이다. 1793년 제주도에 대흉년이 들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김만덕은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쌀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무상으로 사
람들에게 나눠주어 구휼했다. 임금 정조는 이 소식을 듣고 감동받아 김만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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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벼슬을 내렸으며 그후 제주사람들은 김만덕을 의녀
라 부르게 되었다. 2015년 5월 29일, 김만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
을 지어 김만덕의 깊은 뜻을 기리고 나눔과 봉사 정신을 전승하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지천변에는 여관 등을 리모델링한 ‘산지천갤러리’와 ‘아라리오뮤지엄’
이 자리하고 있어 많은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아라리오뮤지엄은 옛 숙
박업소의 비정형 바닥을 그대로 유지해 층마다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
간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산지천갤러리에서는 ‘김수남 기증 작품 특별전’에 이
어 ‘만농 故홍정표 사진전-순덕이네 가족이야기’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故 만
농 홍정표 선생님의 제주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평생 작업의 일단을 엿볼 수 있
는 의미 있는 전시였다. 구도심을 살리는 문화공간으로서 의미가 무척 큰 곳들
이라 하겠다.

고씨주택, 칠성도, 칠성로
다시 산지천 북성교를 지나면 고씨주택과 마주하게 된다. 1930년대 말에 지
어진 주택으로 ‘적산(敵産)가옥’이다. 집을 지은 방식은 일본식이지만 안거리, 밖
거리, 이문간 등 제주의 전통 주택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채를 띤다. 보존상태
가 좋아 당대 제주가옥의 변천사를 증언하는 중요한 근대건축유산으로 평가받
고 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당시 철거 논란이 잠시 일기도 하였으나 문화교양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참으로 다행
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탐방객들이 감상할 수 없게 문을 걸어잠근 채 마
당에 잡초가 자라고 뜰에 심어진 나무가 말라죽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무척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근에 북두칠성 제7도 요광성(搖光星) 터를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제주읍
도>에는 관덕정 남측 방향에 칠성단(七星壇)이 그려져 있다. 칠성도는 칠성대,
칠성단으로 불렸는데, 탐라국 초기에 세웠다고 한다. 1530년에 편찬된 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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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칠성도는 주성 안에 있고, 돌로 쌓은 옛터가 있다.
고·양·부 삼신인(三神人)이 각각 일도, 이도, 삼도로 나누어 차지한 후, 북두칠성
모양을 본 떠 대(臺)를 쌓아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물섬 제주 샅샅이 훑어보기’ 연계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던 ‘
일곱 개의 별과 달을 품은 탐라왕국’ 주제 특별강좌를 통하여 강문규 향토사학
자는 칠성대 이야기를 비롯하여 탐라국과 칠성대, 탐라의 별문화, 일곱 별과 달
을 품은 탐라도성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전하기도 하였다. “탐라의 옛 성은 우주
를 의미하는 원형(圓形)의 도성(都城) 안에 일곱 개의 별과 달을 품은 천문 도
시와 같은 매우 독창적인 성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칠도 요광성 터를 지나 북신로로 제주북초등학교에 이르면 바로 동편에 조선
시대 객사로 사용하던 영주관(瀛洲館) 터가 있다. 객사 대청에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와 궐패(闕牌)가 모셔져 있어서 매월 초하루, 보름에는 대궐을 향해
예를 올렸다는 곳이다. 영주관은 왕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세워진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89년(숙종 15)에 제주목사
이우항이 다시 고쳐 짓고 그 뒤 여러 차례 손질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는
잔디가 심어진 공간으로 관리되면서 복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영주관 터와 이웃하여 자리한 제주북초등학교는 제주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
립학교로서 개교 111년 역사를 맞았다. 1907년 5월 19일 제주관립보통학교로
문을 열어 1951년 제주북국민학교, 1996년 제주북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제주북초등학교 100주년기념관’에
는 근대교육의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어서 옛 기록을 살펴보는 재미 또
한 쏠쏠하다.

‘보물섬 제주읍성, 성(城)안으로 가즈아~’

391

영주관 객사터와 마주한 제주북초등학교 앞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립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민속자연사박물관)

북초등학교 운동장은 1947년 3월 1일, 4·3의 발화점인 3·1만세운동 제주도대
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여 수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북초등학교 정문 앞
길 건너 남측에 제주목 관아, 관덕정이 위치한다.

제주목 관아, 관덕정
제주목 관아는 조선시대 때 제주지방을 다스리던 관아로 이미 탐라국시대부터
성주청 등 주요 관아 시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35년(세종 17)에 고
득종이 쓴 《홍화각기(弘化閣記)》에는 제주목 관아 시설이 총 58동 206칸 규모
였다고 전한다. 관덕정을 포함하여 제주목사의 집무처인 연희각, 절제사가 사무
를 보던 홍화각, 연회를 열던 우련당, 군관들이 근무하던 영주협당, 제주목사가
시를 지으며 여유를 즐기던 귤림당, 당시로서는 유일한 2층 누각인 망경루 등이
위치하였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에 걸쳐 이뤄진 발굴 조사에 의하여
2002년에 주요 건물들이 복원되었다는 사실들을 들을 수 있다.
과거 관아의 외대문인 진해루 2층 누각의 종루에서 새벽과 저녁 시간에 종을
쳐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역할도 하였다. 제주목 관아 주변에는 귤과 유
자가 많이 심어진 북과원과 그 안에 귤림당이 있어서 귤이 익어갈 무렵 성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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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려다보면 사방에 금빛으로 물든 경치가 아름다워 이를 ‘귤림추색(橘林秋
色)’이라 하였다.
관덕정은 제주의 현존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관아 건물이다. 1448년(세종
30)에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제주목사 신숙청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창건 이후에는 병사의 훈련뿐만 아니라 관민이 함께 공사를 의논하거나
진상할 군마 점검지, 잔치를 베푸는 곳으로도 활용되었고 때로는 죄인을 다스리
는 형장으로도 이용되었다. ‘관덕’이란 “평소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덕을 닦
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보물 제 32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관덕정에는 ‘관
덕정(觀德亭)’ 편액을 비롯하여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 ‘탐라형승(眈羅形勝)’
등 세 개의 현판 글씨가 걸려 있다. 그리고 7폭의 벽화도 그려져 있는데 두보의
‘취과양주귤만헌(醉過樣州橘滿軒), 십장생도, 상산사호, 적벽대첩도, 대수렵도,
진중서성탄금도, 홍문연 등이다. 관덕정의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4칸의 단층
건물로 창호문 없이 사방이 트인 정자 형태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
(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현재 관덕정 마당과 제주목 관아에서 입춘굿놀
이 등이 행하여지면서 문화예술의 공연 장소로서도 이름나 있다.

4

옛 자취 간직한 ‘서카름길’ 걷기
서카름길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출발지로 하여 삼성혈→제이각

→오현단→귤림서원→제주성지→남문→찰미현 터(이아)→화교소학교→옛 제주극
장→성내교회→제주향교→서문→관덕정과 목관아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서카름길 역시 출발지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나서서 삼성혈과 제이각을 돌아
보고 바로 서편으로 발길을 돌리면, 일부 복원한 제주성곽이 눈에 들어왔다. 성
곽 안쪽의 오현단은 조선시대 제주 유학의 명소인 귤림서원이 있던 자리이다.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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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서원은 제주와 관련 깊은 오현을 추모하고 유생들이 공부했던 일종의 사립대
학이라 할 수 있다. 오현(五賢)은 제주에 유배 왔던 김정, 정온, 송시열, 김상헌,
송인수 등 어진 선비 다섯 분을 일컫는다. 현재 장수당과 향현사 등이 복원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수(藏修)’는 ‘책을 읽고 학문에 힘씀’이라는 뜻이라 한다.

오현단(사진 출처 : 민속자연사박물관)

150m 가량 복원된 제주성곽을 따라 중앙로 방향으로 걸어 나오면 남문 정원
루 터를 만날 수 있다. 1512년(중종 7) 제주목사 김석철이 제주읍성 남문에 성
문 누각을 세워 정원루라 이름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남문은 성안을 드나드는
성밖 백성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혈에서 의식이 거행될 때
에도 남문을 주로 이용하였다. 특히 남문 밖 광양 들판에 좋은 흙이 있어서 옹기
장수들이 주로 드나드는 성문이기도 하였는데 남문밖 바로 안쪽에 항골(항아리
등 옹기를 만들었던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짓골 일대
남문사거리에서 중앙로를 건너 남문로로 한짓골에 이르면 원도심 속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당 넓은 초가를 만날 수 있다. 박판사댁이다. 초대 제주읍장을 지낸
故 박창택 판사댁은 300여 년간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원형이 온전히 보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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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골목길을 벗어나자마자 옛 제주도립병원 자리에 당도한다. 현재는 제주대학
교 창업보육센터와 ‘예술공간 이아’가 들어서 있는 이곳이 종5품 판관이 머물던
이아(貳衙) 동헌 찰미헌(察眉軒) 터다. ‘찰미’는 ‘눈썹 밑의 백성을 살핀다’는 뜻
으로,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 다스린다는 목민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일제
는 1910년에 찰미헌을 개조해 이 자리에 제주 최초 근대식 병원인 제주자혜의
원을 개설하였다.
병원 맞은편에는 천주교제주교구 주교좌중앙성당이 자리한다. 옛 모습은 기록
사진에서나 확인되지만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성당이다. 1899년 4월 22
일, 뮈텔 주교가 페네(C. Peynet) 신부와 김원영 신부를 제주에 파견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천주교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을 읽을 수 있다.
중앙성당 뒤 서편 골목으로 들어서면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 6호인 향사당과
마주친다. 조선시대 정자이며 민심을 살피던 기관이다. 선비의 예절과 교양 학
습 공간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던 유향소 기능을 갖기도
했다고 전한다. 또한 조선 초에는 좌수의 처소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
대 후기에는 신성여학교 교사로 활용되었다.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 5명 가운
데 최정숙, 고수선, 강평국 등은 독립운동가로서 활약이 무척 컸다는 기록이 감
동을 준다.
다시 걸음을 서편으로 옮기면 제주화교소학교와 만나게 된다. ‘중국 사람은
중국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주에 사는 중국인들이 만든 학교로서
1965년에 대만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6학급(초등학교)으로 개설
되어 이후 3학급으로 유지되다가 지난 2006년 폐교되었다.
그 아래 방향에 옛 제주극장(현대극장) 건물이 폐허처럼 눈에 들어온다. 1944
년 무성 영화와 유랑 극단 공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48년에 정식 공연
장으로 허가를 받아 영화 상영 및 예술발표회 등 각종 공연을 펼쳤던 공간이다.
1953년에는 영화 전용 상영관으로 허가를 받고서 주로 외국 영화를 상영하였다.

‘보물섬 제주읍성, 성(城)안으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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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북측으로 1908년에 이기풍 목사가 세웠다는 제주 기독교의 출발지인 성내교
회가 위치한다. 신도수가 늘어나자 제주 동부교회를 별도 설립하고, 성내교회는 제
주서부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94년 다시 성내교회로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서문과 제주향교
성내교회에서 큰 도로로 나오면 서문다리 못 미쳐 골목 한 모퉁이에 서문 진
서루 터(鎭西樓) 표지석을 볼 수 있다. 서문의 성문 누각은 처음에 백호루(白虎
樓)라고 하였으나 1773년(영조 49) 제주목사 박성협이 중수한 뒤 진서루로 이
름을 고쳤다. 서문의 기능은 대개 관리들이 용연이나 용두암 등 명소를 탐방한
다든지 제주향교에서 의식이 거행될 때 드나드는 문이었다. 또 채소 장수라든지
숯 등 땔감 장수들이 즐겨 이용했는데 서문 바로 안쪽 좌우에는 채수골과 숯 장
터 등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유교 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 앞(사진 출처 : 민속자연사박물관)

서문 밖으로 나가서 500m 지점에 이르면 아름드리 소나무 숲과 함께 제주중
학교 울타리와 이웃한 제주향교가 눈에 들어온다.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 지내고, 지방 백성들의 교화와 교육을 위해 1392년에 세운 국립교육기관
이다. 당초 제주읍성 안에 있었으나, 여러 차례 이전되다 1827년에 현재의 자
리로 옮겨 세웠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식 학교가 생겨나면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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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졌고, 봄과 가을에 제사(석전제)를 지낸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로는 공부하는 곳인 명륜당, 사당인 대성전, 그리고 계성사가 있다. 최근에
는 성년을 맞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 성년식’이 열리거나 향교 경내
에서 ‘전통혼례’가 치러지면서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끌기도 한다.
향교에서 서문을 지나 동쪽 방향으로 500m 정도 걸으면 관덕정과 제주목 관
아에 당도하면서 서카름 걷기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5

보물섬 문화유산 지키기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추진하였던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보물섬 제주읍성, 성(城) 안으로 가즈아∼’ 걷기 프
로그램은 제주읍성을 비롯한 제주 원도심 문화자원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관
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하였다.
“제주읍성의 소중한 자원들을 찾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
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제주의 속살을 보여주는 제주읍성 안 곳곳의 문
화유산들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보전을 위한 손길이 필요하고 더불어 함께 보물
섬 제주를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솔직한 이
야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직접 걸으면서 체험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최근 지역사회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경우에도 경제
성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잘 보전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며 연계하는 작
업 역시 필요하다. 유·무형의 문화재를 살려내는 일에는 해당 문화재와 관련한
옛 길의 원형 복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색 바래고 오래된 것들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할 인문자원에 대한 발
굴과 보전은 물론 바람직한 복원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 제대로 관리되어 나
가야 할 것이다.

‘보물섬 제주읍성, 성(城)안으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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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의 제주여성 선각인 ‘전국
최초 여성교육감 최정숙 선생’
사랑의 실천자
- 고효숙

2

해양수산연구원 강봉조 박사,
2018년 세계인명사전 등재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2

시대의 제주여성 선각인 ‘전국 최초
여성교육감 최정숙 선생’ 사랑의 실천자
고효숙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부회장

1

글을 시작하며

1977년 2월 22일 오전 9시!
창공의 큰 별이 홀연히 지고만 느낌입니다.
(중략)
선생님께서 뿌린 씨는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업적은 오래 오래 간직되고
영원히 빛날 것을 믿습니다.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영원한 복락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위의 글은 사회장으로 치러진 최정숙 선생의 장례식에서 당시 신성여자중학교
교감이었던 故 고창호 선생의 추모사의 처음과 끝 문장이다.1) 고창호 선생이 눈
1) 고
 창호선생은 최정숙 선생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장 아낌을 받았다고 한다. 추모사는 현재 신성 100주년 기
념관에 보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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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린 추모의 글을 읽어내려 갔듯이 평생을 하느님을 사랑하고 민족과 제주 사
람들에게 헌신 봉사하신 선생이 돌아가신지 어언 40여년….
제주사회에서는 선생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활발하다. 최정숙
선생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가 개발되는 등 어
느 때보다도 그 열기가 뜨겁다.
그 중 올해 제주사회, 제주 사람들에게 선생을 각인시켰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다름 아닌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 아프리카에 ‘최정숙여자고등학
교’를 설립한 일이다. 선생의 교육적 믿음과 열정을 기억하는 제자들을 중심으
로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육계 인사들, 여성후배들과 수많은 제주도민의
후원이 아프리카 최대 빈민국인 부룬디공화국에 최정숙여자고등학교를 탄생시
켰던 것이다. 학교 설립은 제주사회 스스로 힘과 정성을 모아 최정숙 선생을 되
살린 셈이니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오늘날 제주사회에 선생의 삶이 새롭게 조명됨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 선생의 삶이 복잡다단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최정숙 선생의 삶을 돌
아봐야 할 것이다. 불행했던 일제강점기와 민족의 해방, 이어 민주화 과정이라
는 격변기에 최정숙 선생이 보여준 흔들림이 없는 삶의 자세와 이웃과 제주사회
와 민족을 위한 공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필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협력하여 선생을 기억하는 이들을 만나 녹취작업을 하면
서 증언하는 그들 속에서 최정숙 선생과 뜨겁게 만나보았다. 이제 녹취한 내용
을 곁들여 최정숙 선생의 고귀한 삶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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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숙 선생은 누구인가?
최정숙 선생은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 속에서 민족의 운명이

촛불처럼 흔들리던 1902년 2월 10일 변방의 섬, 제주읍 삼도리에서 비교적 부
유한 최원순과 박효원 사이의 2남 4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선생은 관직생활과
인맥을 두루 갖춘 아버지 최원순으로부터는 도전정신과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
을, 후덕한 성품을 지닌 어머니로부터는 제주 여성 특유의 부지런함과 강인함,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배웠다.
최정숙 선생은 동시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격과 인품으로 남성 위주
의 전통적인 유교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범상치 않은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
여 제주 사회를 이끌었다고 전해온다.
한 평생 선각자적인 선생의 삶과 정신은 어디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 선
생은 신성여학교2) 시절 12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아
트릭스라는 이름으로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그날 온 삶을 천주님께 봉헌하겠다
는 아름답고 굳은 서약을 하게 되는데, 어린 소녀의 서약은 일생 변함없이 지켜
졌다. 선생의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애덕의 실천과 더불어 또 다른 한 축은 구
2) 프
 랑스 선교사 라쿠르신부에 의해 1909년 10월에 문을 연 제주 최초의 여학교이다. 최정숙 선생의 수학기
간은 1910.4 ~1914.3이다. 강평국, 고수선과 함께 신성여학교 1회로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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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신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근대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배움의 힘에서 배양
된 것이라 여겨진다.
신성여학교의 졸업으로 중단되었던 학업은 끈질긴 설득과 바람으로 아버지의
허락를 얻어내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였다. 진명에서는 우수
한 성적과 반장으로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으며 지도력을 키워나갔고 동시에 일
본인 교사 밑에서 나라 잃은 울분을 느꼈다.3) 이후 선생은 모든 여성들의 선망
의 대상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4)에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3·1운동을
맞아 앞장을 서게 된다.
선생은 38세의 늦은 나이에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으로 학업을 이어나갔다.
경성의학여자전문학교5)가 문을 열자 어린 학생들과 힘든 의학 공부를 시작하였
는데, 당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의사의 양성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
길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야였다.
이처럼 선생은 우리나라 최고 학교와 학부를 나온 신(新)여성으로 근대교육
의 최대의 수혜자였다. 국권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에 이어 이념대립으로 갈라
선 해방된 조국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해 야기된 제주 4·3사건과 동족상잔의 한
국전쟁, 이후 전개되는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신여성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는
지 무척 흥미롭다.

3) 진
 명에서의 수학기간은 1915.5~1918.3이다. 수석으로 졸업한 최정숙에게 진명은 장학생으로 동경유학을
권유했다. 3·1운동으로 투옥당했을 때에는 졸업생 최정숙을 위해 진명의 교사들이 보석금 100원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4) 1
 918.4~1919.3 현재 경기여고로 사범과는 1년 과정이었다. 경기여고 100주년 기념관에는 독립투사인 제
주여성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씨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5) 1
 939.5~1943.9 2회 졸업이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중등과정의 개편으로 모자란 1
년을 선생은 성모병원 의사이자 이화고등여학교의 학생, 위생감으로 일년동안 이화고등여학교에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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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숙의 여정’, 신성여자중학교

3

‘진명의 인물 최정숙’, 진명여자고등학교

최정숙 선생은 어떤 삶을 살았나?
(1) 여성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 – 민족사랑, 나라사랑
- 최정숙 선생님에게 있어서 교육은 곧 애국이었습니다 .
-일
 본에서 성장하여 한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1944년에 제주로 돌아와 선생님을 찾아
가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배웠다는 소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된
다는 다짐을 받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국어책을 꺼내주셨습니다. 아마 조선어학회 회원
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기형 선생6) 녹취 중에서. 2017.3)

함께 했던 이들이 증언하듯 선생은 국권이 상실되고 민족의 정신이 말살되는
일제 강점기 내내 민족의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긴
독립운동가였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절 18세의 나이로 3·1독립만세운동
에 앞장서 일경에 체포되고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치욕적이고 혹독한 고문과 옥
고7)는 선생의 독립운동의 시작일 뿐이었다.

6) 이
 기형 선생은 최정숙 선생의 교육적 동지로 해방 후 신성여학교 재건을 도왔고 교무부장을 맡아 신성의 모
든 교육의 기초를 잡아주신 분이시다.
7) 선생은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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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에서 만든 손수건,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태극’과 의기를 뜻하는 ‘긔렴’의 글자를 직접 수놓았다. 나라의 독립을 염원함이 분명 옳은 일임을 수없이
자신에게 각인시켰을 것이다. 반대편에는 “의를 위하여 군난을 받는자 진복자니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다.

온 민족이 함께 일어났던 3·1운동의 실패는 독립을 갈망했던 이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우선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 학생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들었다. 정치적 탄압과 민족 말살이라는 35년의 일제 강점기라는 긴 현실 앞에
3·1운동에 앞장섰던 이들마저도 독립의 의지를 내려놓았고, 일본의 압박과 회
유로 일신의 안일을 위해 협조하는 이들마저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정숙 선생은 3·1운동 이후 즉시 강평국 선생과 함께
제주에 내려와 민중계몽과 실력양성이 또 다른 독립의 길임을 확신하고 민족교
육가로서 광복의 그 날까지 민족과 함께 하였다. 먼저 최정숙 선생과 강평국 선
생은 모교인 신성여학교의 폐교로 배움의 길을 잃은 여자아이들을 위해 야학 ‘여
수원’을 열었다. 이어 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남녀공학인 주야간 ‘명신학교’8)
를 세워 오직 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이후 고문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제주
를 떠나 목포 ‘소화학원’과 전주 ‘해성학교’9)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곳에서 민족
8) 1920.4~1925.4 명신학교 교사로 재직
9) 목포 소화학원(1925.4~1932.3) 전주 해성학교(1932.4~1938.4)교사로 재직
10) 최정숙선생의 조카이자 신성여고1회 졸업생. 현재 까리따스수녀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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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심어주는 노래를 가르치고 예술제에 올렸다는 이유로 감시의 눈총을 받게
되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2) 민족교육가 최정숙 – 교육사랑, 제자사랑

- 고모님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은 여성교육의 열악함이었습니다. 당시 제주도 여성들은
공부는 안 시키고 적당히 밭일을 시키다가 시집보내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고모님이 몹
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최갑희 수녀10) 녹취 중에서. 2017.5)
-어
 려운 시절, 교사들의 월급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불평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때
서무과장이 교장선생님은 무보수로 봉사함을 알려 불평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신성의
교사들은 교장선생님이 무보수로 봉사함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놀랐고 교장
선생님의 인품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장선생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진짜 선행인데 사실이 알려짐에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이기
형 선생 녹취 중에서 2017.3)
-선
 생은 집집마다 다니며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신성여고 6회 백정
숙 2017.10)
-수
 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은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게시판에 미납자 이
름이 쓰여 있고,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해 이젠 정말 학교
를 다니지 말아야지 다짐했습니다. 주일날 성당에서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시무룩
한 얼굴을 보고 선생님이 먼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학
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해결했으니 서무과에 가
보라고. 선생님이 수업료를 해결해주신 덕분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성여고 6
회 송영희 2017.10)
-선
 생님은 ‘밥은 굶어도 공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는 강한 말씀과 ‘제주는 좁다. 더 넓
은 세계로 나가자’며 서울로 대학진학을 종용하셨습니다. 가정형편도 형편이지만 과연
부모님이 딸의 대학진학, 과년한 딸아이의 외지의 삶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해낼 수 있
을까? 우리들마저도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성여고 6회 졸업생 일동 2017.10)

10) 최정숙선생의 조카이자 신성여고1회 졸업생. 현재 까리따스수녀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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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다시 교육현장에 돌아온 것은 제주에서 해방을 맞이하면서다. 의사생
활을 하던 선생은 해방이 되자 곧바로 여자아이들을 위한 야학을 열었다. 야학
은 선생의 노력으로 신성여학교 재건으로 이어져 1946년 신성여자중학원(1949
년 신성여자중학교로 변경)으로 재개교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어 중학교를 졸
업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1953년에는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제주여성들에게 교육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선생은 무보수 교장으로 교훈을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을 사랑하라)으로 삼고, 그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며 12년간 학생들과 함께 했다.
신성에서의 정년퇴임(1962년 3월) 후, 선생은 민족교육가로서 교육을 향한 믿
음과 열정,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 널리 알려져 전국 최초 여성교육감이자 초대 제주도 교육감으로 선출되
었다. 교육감 시절11) 최정숙 선생은 여성 특유의 세심함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곳
곳에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등 제주도 교육계에 초석을 쌓았다.
이러한 공덕으로 1967년 교육분야 본상인 5·16민족상의 영예를 안으셨다.

신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시절

교육감 취임식

11) 1964.1~1968.2 교육감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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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 최정숙 - 이웃사랑
- 초등1학년 때 운동회에 가져가려고 어머니가 떫은 감을 뜨거운 소금물에 우려서 물렁
해지니 익었는지 맛보다 급체하였습니다. 숨넘어가게 되었다고 최 선생님을 급히 모시
고 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급했던지 깜깜한 밤에 런닝과 팬티만 입고 골목길을 달
려가 (생략) 어머니는 최 선생님의 응급처지로 살아났습니다. (신성여고 10회 고애순 선
생12) 2017.4)
- 특히 가난한 어린이 집에는 거의 무료로 진찰해 주었어요. 당시 병원 운영은 돈벌이가 아
니었죠. (신성여중1회 조성애 수녀13) 정화의원 간호사 2017.5)

남자 의사들에게 진찰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여자들을 위해 여의사의 양성
이 필요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정숙 선생은 늦은 나이에 경성여자의학전
문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성모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선진 의술을 배워나갔다.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들어서자 제주도는 일본의 마지막 격전지로 돌변하였
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자는 가족들의 권유로 선생은 제주에
돌아오게 되었다.
성당 소유의 집을 빌려주어 ‘정화의원’을 개원하였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
는 사회 혼란 속에서도 선생은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만을 다하였다. 결코 원하
지 않은 일본군 군위관이라는 직책이었지만 일본군들을 따뜻하게 치료하였다.
이념의 갈등으로 빚어진 4·3사건, 6·25한국전쟁 때에도 의사인 선생을 찾아
와 도움을 청하는 제주도민과 피난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가난한 이들이
눈에 밟혀 아예 사재를 털어 도움을 주었다.
선생이 의사가 됨은 돈을 벌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병고
에 시달리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자신
12) 고
 애순 선생은 녹취한 다음해인 2018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 동창분들이 먼저 간 친구의 뜻을
기리며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설립에 적극 후원해 주었다.
13) 조
 성애 수녀님은 샬트르 바오로 수녀회 소속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수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최정
숙 선생을 흠모하여 정화의원의 간호사로 눌러 앉아 함께 생활하였다.

408

인물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을 온전히 내어주기 위해 선택한 또 하나의 사랑의 길이었다.
최정숙 선생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평생 지니고 살았다. 하지만 제주사람들
을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정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로의 변화는 여
성교육에서 나온다는 굳센 신념으로 학교 현장과 아이들 곁을 지킴으로써 본격
적인 의사생활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4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가?
(1) 사랑의 실천자 최정숙 선생
- 교육감님은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늘 지니고 다녔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신성여고 9회 이순지. 교육감 시절 비서실 근무.
2018.10)
- 저는 고등학교 3년을 퇴임하신 최 선생님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식구가 많아 힘들
다는 것을 아셨는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침, 저녁기도를 함께 하고 같이 식사하며 할머
니, 손자로 지냈습니다. (이영운 교장14). 2017.8)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최정숙 선생의 신앙의 표양은 모든 삶 곳곳에 묻어나왔
다. 성경말씀을 가슴에 담았고, 끊임없는 깊은 기도생활로 하느님의 현존과 하
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매순간 느꼈을 것이다. 선생의 남다른 하느님에 대한 사
랑이 숱한 시대적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향
해 나아가게 했던 원천임을 느낀다.15)
따라서 선생의 독립운동에의 투신, 민족교육운동, 의사로서의 봉사 등은 모두

14) 이
 영운 교장 선생님은 최정숙선생님과 함께한 인연과 영향으로 퇴임 후 코이카 소속으로 다년간 해외 봉사
활동을 하셨다.
15) 이웃을 풍요롭게 이끈 선행으로 선생은 1955년 가톨릭 신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로마교황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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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웃에게 다가서는 가장 큰 사랑의 길이자 방
법이자 수단이었다. 선생은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자각
하고 이웃들에게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다가갔으며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
았다. 집 한 칸도 소유하지 않은 선생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음을 녹취과정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어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2)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의 설립과 의미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설립은 2015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다. 어둡
고 힘든 지난 시절, 선생의 헌신적인 교육활동 덕분에 혜택을 입은 신성동문 6
명으로 이루어진 ‘샛별드리’ 모임에서 가난한 나라에 최정숙여학교를 세워 보답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자금을 꾸준히 모았다. 2017년 한국희망재단과 연결되어
학교 설립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학교 설립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보았
으면 하는 바람으로 비영리단체인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을 결성하고 후원자들
을 넓혀가는 동시에 학교설립을 일임하였다. 아프리카 최대 빈민국인 부룬디공
화국에 세워진 최정숙여자고등학교는 2018년 8월 6일 그 나라 국회의장과 교
육부장관이 참석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준공식이 국가적인 축제로 치러졌다.
이날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회원 19명이 아프리카로 건너가 나눔의 기쁨을 현
장에서 느껴보았다.16)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설립에 수많은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였다. 먼저
신성에서 선생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학교 설
립을 응원하며 그 의미를 더해 주었다. 도내 중고등학생의 참여 열기도 대단하
였다. 신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학생들에게 줄 볼펜과 사랑의 편지를, 학

16) 2018.9.12일자 MBC 스토리공감2부 부룬디에 희망을 심다-최정숙여자고등학교 편으로 방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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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과 교직원, 퇴임교사들은 힘을 모아 최정숙여고가 가장 필요로 하는 봉고
차를 선물하며 아프리카에 신성의 자매학교가 탄생함을 기뻐하였다. 애월고등
학교 미술과 학생들은 재능기부로 큰 힘을 보탰는데 선생의 초상화를 그리고, 또
래 입학하는 학생들이 좋아할 에코백 문양을 예쁘게 디자인 해주었다.
제주국제대학교 고충석 총장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들이, 김문자씨를 비롯한
여성 후배들이, 제주도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선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최정숙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여기에 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첫 공적 원
조로 최정숙여학교에 ICT 교실을 선물하여 가난한 나라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이제 제주사회가 탄생시킨 최정숙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
던 200여명의 여학생들이 기숙사생활과 기술교육과정을 통해 여성 인재로 자라
나게 된다. 3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은 물론 가난한 이웃을 일으켜 세
우며 아프리카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들의 힘찬 여정에 한평생 하느님을 사
랑하고 민족과 제주사람에게 헌신 봉사하신 최정숙 선생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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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맺으며
제주가 낳은 여성, 최정숙 선생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제주 사람들에 의해 싹

을 틔우고 있음을 본다. 선생이 걷고자 했고, 걸었던 길은 다름 아닌 어렵고 가
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
름다운 공동체 형성이었다. 이를 위해 선생은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자신이 가
진 모든 것, 재능과 재물, 시간과 정열을 민족을 위해, 제주 사람을 위해, 이웃
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최정숙 선생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우선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
만을 내세우며, 편리함을 이유로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빈부의 격
차로 위화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제주사회에 선생은 인간의 고귀함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이타적인 삶이라고 역설하는 듯하다.
선생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때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며 제주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최정
숙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려는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이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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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원 강봉조 박사,
2018년 세계인명사전 등재
- 해양수산연구원 제주 광어 질병 치료 및 안전성 관련 연구성과 인정 받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 후 소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강봉조 박사가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

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되었다. 마르퀴스
후즈 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
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뉴저지 주 소재 출판사로서 여
러 직종의 사람들에 대한 이력을 담은 인명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있다.
1899년부터 앨버트 넬슨 마르퀴스(Albert Nelson Marquis)에 의해 발간되기
시작하여 해마다 과학자와 의학자, 발명가, 작가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2

인명사전 등재 의의
해양수산연구원은 1999년 6월 14일 개소하였으며, 개소 당시 연구직 8명(연

구관 1명, 연구사 7명) 전원이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지자체 수산연구기관
중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소 후 19년이 지난 현재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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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연구관 6명, 연구사 15명)으로 전문 인력이 강화되었고, 2010년도에 수
산종자연구센터 개소, 2017년도에 광어연구센터와 수산물안전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연구시설 인프라도 확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
보와 인프라 확보에 따라 지금까지 어선어업 자동화연구, 다금바리와 전복 등
제주특산 어패류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 연구, 광어를 비롯한 양식생물 질
병 연구 및 수산물 안전성 관리연구 등 제주지역 수산업의 지속발전 방안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마르퀴스 후즈 후 인더 월드에 등재된 강봉조 박사는 해양수산연구원 개
소 멤버로서 개소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류질병 예방연구 및 수산물안전성 관리
분야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생물학과에서 학사, 석·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국내 어류질병관련 전문가 그룹인 한국어병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강봉조 박사 주관으로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로는 국내 최초로 수산용 혼합백
신 개발 및 양식장 보급, 수산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및 보급, 양식장 유입수
처리 시스템 개발 등을 비롯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2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
하였으며, 기술개발 특허 3건을 취득하였다. 또한 국외 수산분야 선진기술을 국
내 수산기술전문 잡지에 기고를 통해 국내 및 제주지역 양식어업인들에게 새로
운 양식 패러다임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이번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 등재는 이러한 특화 분야 연구 성과에서 전
문가로의 인정과 더불어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함께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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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학 력〕
• 2004. 2월 제주대 박사(미생물학)
• 1998. 2월 제주대 석사(미생물학)
• 1995. 2월 제주대 생물학과 졸업
〔경 력〕
• 1999. 5월~ 현재 : 해양수산연구원 근무
• 한국어병학회 이사

강봉조 박사 프로필(왼쪽) 및 인명사전 등재 내용(오른쪽)

3

주요 연구 추진 사항
1) 수산용 백신 개발
(1) 어류 세균성 질병 예방용 혼합백신 개발
국내에서 어류용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도부터다. 그러나 이

시기에 보급된 백신은 세균성 질병 중 에드와드병과 연쇄구균병 예방용 단가백
신(한번 백신 접종 시 1가지 병원체에 대해서만 예방되는 백신)에 한정되었다.
특히 연쇄구균병 백신은 Streptococcus iniae라는 세균 1종에 대한 백신만 개
발된 상태였다.
그러나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어류의 연쇄구균병 원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연구결과 Streptococcus iniae 외에도 Streptococcus parauberis라는 또 다
른 병원체가 관여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2007
년도부터 본격적인 수산용 백신 개발에 투자하여 어류의 주요 세균성 질병 5가
지를 한 번에 접종함으로써 동시 예방이 가능토록 하는 백신개발을 목표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수산백신 전문제조사인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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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어류용 세균성 질병 혼합백신
개발 특허를 취득하였고, 국가 허가를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2015년도부터 국
내 어류양식장에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2) 어류 바이러스성 질병 및 기생충성 질병 예방 백신 개발
광어의 경우 바이러스성 질병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VHS)으로 인한 피
해가 발생하고 있다. 어류의 바이러스성 질병은 치료제가 없어 백신을 통한 예
방이 필수적이다. 이 바이러스성 질병예방을 위해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시행하는 국가 연구 과제 공모
에 참여하여 ‘바이러스성 패혈증 백신 개발’ 연구 과제가 선정되어 2010~2012
년까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어류 바이러스 백신 특허를 취득하였고, 시
험백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어류 바이러스 질병 예방 백신 연구에 선구적 역
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주대학교(수산백신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광어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복합백신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8년 현재 광어의 주요 질병원인 기생충인 스
쿠티카병과 세균성 질병인 활주 세균병을 동시 예방 가능한 혼합 백신과 바이러
스성 질병과 세균 3종(활주세균 1종, 비브리오 균 2종) 동시 예방이 가능한 혼합
백신 연구를 마쳤다. 이 연구는 국가과제로 수행중인 사항으로 2018년도 해양
수산부 주관 과학기술대상에서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 수산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연구 수행
양식어류 생산 과정에서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수산용 항
생제 대체물질인 박테리오파지 개발을 추진하였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잡
아먹는 바이러스란 뜻(박테리오는 ‘세균’이란 뜻이고 파지는 ‘먹는다’는 뜻이다)
으로 광어의 세균성 질병 원인체 중 연쇄구균과 에드와드균에 대한 박테리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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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탐색하여 사료첨가제 형태로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국
가과제 공모로 선정되어 ㈜CTC바이오,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해양수산연
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 성과로 개발된 박테리오파지 첨가제는 현
재 제품화되어 2016년도부터 광어 양식장에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양식장 유입수 처리시스템 개발
제주를 비롯한 국내 어류양식장은 대부분 유수식 양식장으로 펌프를 이용하여
자연해수를 양식수조로 유입 후 배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폭
우나 태풍 등 바다기상 악화 시에는 여러 가지 찌꺼기를 포함한 혼탁수가 양식
장으로 유입되게 된다. 이때 해수 저층의 찌꺼기와 함께 그곳에 서식하는 기생
충 등이 유입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질병이 발
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의 경우에는 유수식 양식장에 유입수를 여
과 및 살균 처리 후 사용함으로써 질병 피해를 저감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유
입수를 처리하여 사용하고 난 후 재사용하는 순환여과양식 기술도 발달해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선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입수 여과 살
균시스템 도입을 통한 양식장 질병 저감기술 개발 과제(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 공모 과제 선정)를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수행하였
다. 연구 수행결과 일반 수조에 비해 유입수 처리 시스템 수조에서 약 30% 정도
의 질병 폐사 저감을 확인하였다.
이 기술개발 사항은 2016년 7월 기술특허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제
주지역 양식장의 유입수 처리 시스템 도입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 전기분해 살
균처리, 오존 살균처리, 자외선 살균처리 등 여러 가지 유입수 처리기술이 적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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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원 수산 질병 연구 분야 국가과제 수행 현황
과제명

연구기관

수행 년도

주요 내용

세균성 질병 불활화
혼합백신 개발

해양수산연구원
녹십자수의약품(주)

‘07 ~ ‘09

광어 세균성 혼합 백신 개발

양식어류의 바이러스성출혈성
패혈증에 대한 효과적
불활화 백신 개발

해양수산연구원
녹십자수의약품(주)

‘10 ~ ‘12

광어 VHS 백신 개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모 과제)

원가절감 및 질병제어를 위한
넙치 양식용 위생사육수조
시스템 개발

해양수산연구원
(주)명선해양산업

‘12 ~ ‘15

유입수 여과-살균 시스템 개발

세균천적을 활용한 수산양식분
야에서의 세균성 질환극복
기술 개발

해양수산연구원
(주)CTC바이오
(주)인트론바이오

‘13 ~ ‘16

양어용 박테리오파지 개발

해양수산연구원 수산 질병 연구 분야 특허 등록 사항
특허명

등록 일자

등록번호

주요 내용

어류의 세균성 질병에 대한
복합 불활화 백신

2012. 8. 3

제10-1180419호

세균 5종 혼합백신 개발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불활화 백신

2014. 11. 17

제10-1464310호

광어 VHS 백신 개발

양식장 위생사육 수조 시스템

2016. 7. 19

제10-1642663호

양식장 유입수
여과살균시스템 개발

연구결과 제품화되어 보급중인 백신(왼쪽)과 박테리오파지 첨가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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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방역 및 안전성 관리 제도 운영
제주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식용 수산종자에 대한 방역검사 제도와 양식
수산물 출하 전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수
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역검사는 도내의 양식용 종자 입식 전 사전 질병검사를 통해 건강한 수산
종자에 대해서만 입식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사는 제주산 양식 광어 출하
시 사전에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출하토록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역 및 안전성 검사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검사를 수
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안전성검사 조회시스템을 마련하여 누구나 검사결
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http//ufishm.jeju.go.kr)를 개설해 운영하
고 있다.

5)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표
강봉조 박사는 수산질병 및 수산물안전성 관리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24편의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표 현황 : 24편
논문 제목

학회지

년도

Molecular diagnostics for verifying an etiological agent of
emaciation disease in cultur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in Korea

Aquaculture

2018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Streptococcus parauberis
bacteriophage Str-PAP-1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lternative to antibiotics for aquaculture

Aquaculture

2017

Effects of Kudoa septempunctata genotype ST3 isolate from
Korea on ddY suckling mice

Parasit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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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학회지

년도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Kudoa septempunctata genotype
ST3 in adult BALB/c mice

Parasite

2015

Detection of Pseudomonas anguilliseptica from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using real-time PCR with a Taq Man
Fluorescent probe

Fish Pathology

2015

2007~2014년 제주지역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양식장의
스쿠티카증 발생 동향 조사

한국어병학회

2015

유입수의 기계적 여과 후 자외선 살균에 의한 넙치 치어의 질병
저감 사례 연구

한국어병학회

2015

In vitro에서 Edwardsiella tarda와 Streptococcus iniae에 대한 항
균제와 천연 유래 항균물질의 병용효과

한국어병학회지

2015

Serodiagnosis of a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irus
infection

Journal of Fish Diseases

2014

Phylogenetic analysis of hemorrhagic septicemia virus(VHSV)
isolated from olive flounder(Paralichthys olivaceus)

Journal of Animal and
Veterinary Advance

2014

Dietary effect of Rubus coreanus ethanolic extract on immune
gene
expression in white leg shrimp, Penaeus vannamei

Fish & Shellfish
Immunology

2013

Prevalence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wo serotypes
of Streptococcus parauberis isolated from the farm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Temminck & Schlegel), in
Korea

Journal of Fish Diseases

2011

Protective Efficacy of a Combined Vaccine against Edwardsiella
tarda, Streptococcus iniae, and Streptococcus parauberis in
Farm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Fish Pathology

2011

Hyunsoonleella jejuensis gen. nov., sp. nov., a novel member
of the family Flavobacteriaceae isolated from seawater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2010

Federation of European
Microbiological Societies

2009

한국어병학회지

2009

Phenotypic
characteristics
andStreptococcus parauberis
(Paralichthys olivaceus )

ofStreptococcus
iniae
isolated fromolive￡ounder

소하은어의병소로부터 Flavobcterium succinicans의 분리 및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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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학회지

년도

제주지역 양식넙치의 연쇄구균증 발생동향 및 원인균에 대한 분
자적 동정

한국미생물학회지

2008

Antibiotic susceptibility and resistance of Streptococcus iniae
and Streptococcus parauberis isolated from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Veterinary Microbiology

2008

Molecular intraspecific characterisation of Photobacterium
damselae subsp. damselae strains affecting cultured marine
fish

Applied Microbiology

2008

Maroon clownfish, Premnas biaculetaus 자어로부터 분리한
Vibrio ponticus KJS1의 특성

한국어병학회지

2007

제주지역 양식넙치(Paralichthys olivaceus)로부터 분리되는
Streptococcus iniae와 Streptococcus parauberis의 생물학적
특성

한국어병학회지

2007

제주도 양식넙치(Paralichthys olivaceus)로부터 분리한 비용혈성
연쇄구균의 동정

한국어병학회지

2007

16S-23S rRNA intergenic spacer region을 이용한 어류 병원성
Streptococcus iniae의 분자생물학적 동정

한국어병학회지

200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육상수조식 양식장 배출물의 재활용

한국양식학회지

2002

6) 전문 기술지 저술 및 해외 양식기술 소개 기고
양식생물 질병관리에 필요한 수산기술지와 전문서적을 집필하여 양식어업인들
에게 보급함으로써 전문지식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산전문 잡지에 수산양식관련 기술 사항과 국외 선진기술을 소개함으
로써 일반 양식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양식 기술 패러다임을 접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일간지 언론기고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양식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
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 강봉조 박사, 2018년 세계인명사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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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잡지명

년도

생명의 원천 바다 성장잠재력에 주목/강봉조

월간 수산양식
(한국수산신문사)

2018. 7월

양식산업이 미래다(어류)/강봉조

월간 수산양식
(한국수산신문사)

2017. 10월

넙치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질관리방안)/강봉조

월간 수산양식
(한국수산신문사)

2017. 3월

수산용 백신 현황과 과제/강봉조

월간 수산양식
(한국수산신문사)

2016. 9월

유수식 양식장의 사육수 처리 필요성과 효과/강봉조

아쿠아인포
((주)아쿠아인포)

2015. 6월

넙치양식실태와 발전 전략(질병대책)/강봉조

월간 수산양식
(한국수산신문사)

2014.. 4월

넙치 질병 발생 특성과 대책/강봉조

월간 수산양식
(한국수산신문사)

2013. 6월

스페인 양식현장을 가다/강봉조
(브랜드화,기업화로 양식산업 경쟁력 향상)

아쿠아인포
((주)아쿠아인포)

2008. 5월

스페인 양식현장을 가다/강봉조
(양보다 질 우선, 관리ㆍ기술만이 살길)

아쿠아인포
((주)아쿠아인포)

2008. 6월

인물

올해의 수상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상 소식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상 소식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2018년 11월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4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달성,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 평가’ 전국 1
위 달성, 국가브랜드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국가브랜드 대상’ 7회 연
속 대상 수상,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2년 연속 1등급·광역자치단체 1위·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 우수 수상 등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였다.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4년연속 최우수, 법률소비자연맹 평가 전국 1위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는 외부평
가 결과,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국장 이광
재)가 주관하는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서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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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2017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
개 분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28일까
지 전국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하여 분석한 최종 결과
를 발표하였다.
발표 결과, 민선6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은 총 105개로서 ▲ 완료공약 3
개 ▲ 이행후 계속 추진공약 87개 ▲ 정상추진 13개 ▲ 일부추진 2개로 분류되
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은 89.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평가 및 분야별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SA등급)를 받았
으며, 특히 일자리 실천에서 고용률 전국 1위와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중 재
정 확보율 1위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공
약 실천계획 평가, 2016-2017년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에 이어 민선
6기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되었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을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자치
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이행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상근 모니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소상공인, 대학생·청년연합 등의 시
민들이 민선6기 출범 시점인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된 상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 시도지사의 5대 공
약(선거공보 포함)과 지자체 홈페이지, 도정보고서, 언론보도 등을 비교 확인 후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공약이행률은 76.27점으로 전국 평균 68.11점보다 8.16점 높은 수
치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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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대부분의 공약에 대해 법령, 조례 등 추진근거를 마련해 왔
고, 매년 도민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 4년 연
속 최우수 및 분야별 평가에서 모두 ‘SA등급’을 수상하였으며, 민선6기 공약이행
률 평가 결과 전국 1위를 받으면서 차질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인정받게 되었다.

‘제주감귤, 귤로장생’ 국가브랜드대상 7년 연속 수상
- 제주 미래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감귤산업 육성 제주감귤이 2018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2012년 이래 7회 연속 대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가브랜드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농림
축산식품부, 중앙일보 공동후원으로 문화·산업·도시·농식품 등 각 부문을 대표
하는 브랜드 가운데 최고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2018년도 국가브랜드 대
상 시상은 2018년 4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제주감귤이 브랜드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감귤생산농가
에서 ‘맛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감귤원 간벌, 토양피복재배, 품종갱신과 만감류
등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시설 확대로 양적 생산체계에서 질적인 생산체계
로 전환한 결과이다. 또한 노지감귤 뿐만 아니라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
감류 확대를 통한 연중 출하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맛과 풍
미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브랜드에 걸맞은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유통 체계 확
립을 통해 지속적인 제주 미래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감귤산업을 육성해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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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결과 평가 공익활동분야 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
가’에 6년 연속 ‘공익활동분야 우수기관(2017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시
니어클럽말끄미 3개기관 모두 우수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으로 선정됨으
로써,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행정기관, 수행기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지역 1호 ‘노인취업교
육센터’ 유치, ‘고령친화사업’ 선정, 신장년 노후지원 ‘탐나는 5060프로젝트’ 사
업 추진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87억원을 투자해 시니어클럽
등 총10개 수행기관을 통해 9,182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노인 취업 양성을 위한 제주 1호 ‘취업교육지원센터’를 선정하여 경비
원, 국내여행안내사, 바리스타, 책놀이지도사 과정 등 11개 과정을 운영해 자격
증을 취득한 174명 중 163명이 취업(취업률 93.6%) 하는 등 시장형 노인일자
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8년도에는 제주형 특화 신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제주지킴이사업’,
‘성읍마을 정의현 포도대’, ‘쇼핑몰 산들나라’ 총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
2호 고령자 친화사업으로 ‘느영나영복지공동체 오메기찬떡’을 선정 추진하는 등
노인 뿐만 아니라 신장년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지가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주형 자체사업 발굴, 서비스 제공형사업 참여 노인의 활
동비를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2019년까지 1만300명 일
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해 제주 도내 어르신의 생활안정 및 자긍심 고취에 노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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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광역자치단체 1위 달성!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 부패 없는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서 지난 2016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2월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된 제6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2017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분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에는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과 청렴감찰관 및 직
원 등 6명이 참석하였다.
기관표창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등급 달성과 동시에 최고의 성적을 얻은
기관에게 주어졌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가 기관표창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2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
발·확산 등 6개 분야 39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12개 단위과제 중 청렴생태계 조성계획의 이행,
청렴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등 6개 과제가 만점을 획득하고,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취약분야 개선, 부패행위 처벌 강화, 청탁금지 제도 운
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6개분야 18개 사항을 모두 이행해 청렴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 제도개선 분야에서 제주형 공유재
산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유재산 대부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향
상시키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점, 공무국외여행업체 선정 시 20명 이
상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등 업무처리 기준을 제도화해 투명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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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반부패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도지사를 중심으
로 청렴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청렴 실무협의체인 ‘청렴 징검다리’를 운영하
였다.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예방중심의 감찰활동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
하고, 반부패 청렴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함과 더불어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자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과제에 대한 지침 마련, 직속기관 자체 계약금액 범위 축
소 등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개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직원이 청렴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부패 없는 청렴한
제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우수’
- 도민 속으로 더 파고드는 우수 일자리 대책 지속 발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2017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상인 고용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해 지역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우수지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수상은 제주가 지난 한해 추진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
음에 따른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국·과로 개편해 일자리정책 추진,
일자리창출위원회 출범, 전국 최고수준의 생활임금제 시행, 일자리 공약 이행률
전국 1위, 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 마련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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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드 관련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제한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광산
업 고용지원 및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 점과 국민수확단 운영을 통해 전국민 일자
리 제공 및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미래신산업 육성, 전국 최초 대규모 투자사업 도민 우선 고용제 추
진, 주기적 일자리 창출 점검을 통한 당초 일자리 창출 목표 초과달성 등 일자리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을 본격화해 나가고 도민 속으로
더 파고드는 우수 일자리 대책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선정
-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차별화된 건강증진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
회’에서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
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
는 건강증진 사업 개발, 추진전략, 노력도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선정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튼튼제주 건강 3·6·5 프로젝트’, ‘걸어서 제주한바퀴’, 도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아동 비만 줄이기 사업으
로 ‘일상이 운동이 되다’, ‘맘껏 쉬고 노는 제주 어린이를 위한 바닥놀이판 설치’,
‘제주건강 2030계획 수립’ 등 프로그램이 제주도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도민 참
여 분위기 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가, 전략부문 우수기관에서는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도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차별화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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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최우수’ 선정
-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상생협력 분
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는 경쟁과 효율을 넘어 ‘사회적 가치’
를 중심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지자체 모범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열리고 있으며, 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상생협력, 시민참여
등 사회적 가치 5개 분야별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0개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1
차 서면심사에서 38개 사례가 통과해 2차 전국민 온라인 투표심사에서 5개 분
야·10개 사례가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최종 우수사례 발표 결과, 제주특별자치
도는 최우수상에 선정돼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제주시 또한 ‘장애
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교
부세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최우수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사업은 대형마트, 대기업 편의점 등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슈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2년에 최초 시행됐다.
민(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관(제주특별자치도)·산(지역 생산농가 및 제조기
업)이 협력을 통해 골목상권 전용 자체브랜드인 ‘우리골목通’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직거래를 통해 지역 생산농가 및 제조업체
의 생산품을 구매한 후 판매용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도내 골목슈퍼에 이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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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한다. 이는 유통단계를 2단계 축소할 수 있어 획기적인 원가 절감(5~30%)
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골목슈퍼의 매출증대
와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계
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과 공동배송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9월 13~14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제35회 지역
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역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유도 및
아이디어 공유, 정보화담당 공무원의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
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였는데, 주관기관(경기도)을 제외
한 16개 시도 연구과제 중 서면심사를 거친 10개 시도에서 발표를 했다.
제주도에서는 GNSS RTK기반 고정밀 위치 정보로 대중교통의 실시간 운행정
보 제공 및 노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이기종 IoT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제주의
모든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과학화, 공공 서비스의 확대, 민·관 융합형
신산업 육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 IoT통합플랫폼 서비스
체계 구축’ 과제를 발표하여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정
밀로 제공하는 시스템 )

또한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로는 전방 및 차로이탈 경고, 자동긴급제동, 동공
인식 졸음방지, 스마트 밴드의 데이터를 IoT 통합 GNSS 플랫폼으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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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운행기록, 운전자의 상태, 도착정보, 사고방지 등 안전한 제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정밀 위치데이터는 카카오 버스를 통해 실시간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며, 차량의 과속, 난폭운전, 무정차 등 모든 정보 수집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체계로 구축,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 종합적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개편과 함께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기술
을 적용하는 등 ICT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완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018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전국 243개 지자체 평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혁신실적 평
가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중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10대 중점사업, 21개 사업 이외에 지자체
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혁신사업이 평가됐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학계·시
민단체 20명으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과 지역 및 성비 등을 고려한 200명
의 ‘국민평가단’에서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평가를 거친 결과 제주자치도가 혁
신실적이 탁월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하는 신뢰받는 정부 ▲기관 대표 혁
신 사례 등 5개 항목 11개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됐다.
특히 제주도는 사회적 가치강화와 상향식 의견 수렴 및 협업,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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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제주도는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해 △무장애 제주관광 △행복택시 3종 세
트 △‘안심 수학여행’ 환경 조성 △소형폐가전 무료배출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상향식 의견 수렴 및 협업을 위한
△도민화합 공약 △민·관 협업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고교 전면 무상급식 △
민·관 협업 ‘세계 최초, 제주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등을 진행했다.
또한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로 △운전자 졸음 방지 및 긴급대응
시스템 구축 △실시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전국 최초 자치경찰단 수사지원
시스템 △사물인터넷기반(IOT) 생활쓰레기 자동 압축·수거·운영처리시스템 구
축 등도 긍정적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도민이 주인되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열린혁신계획 (2017~
2021년) 및 2018.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치·협업문화 조성, 일하는 방식 개선,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등 23개 과제 82개 세부과제
를 추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혁신의 가치를 도정 전 분야로 확산해 정책형성
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 까지 도민 체감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갈 계획이다.

그 외 주요 수상내역(‘18. 12월말 기준)
우리도 수상내역

평가주관

수상일

평가결과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정안전부

18.01.17

우수

지방자치단체 우수방역사례 특별평가

농림축산식품부

18.05.25

우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

보건복지부

18.07.19

최우수

2018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국민안전처

18.06.29

우수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민안전처

18.07.23

우수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18.09.13

최우수

2018년 신기술보급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촌진흥청

18.11.13

우수

전국 생물테러 대비 대응 종합평가

질병관리본부

18.11.15

최우수

전국 생물테러 대비 대응 종합평가

질병관리본부

18.11.15

최우수

행정안전부

18.11.29

최우수

제1회 디지털 사회혁신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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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사진으로 보는
제주도정

1월
1
2
3
4

1월01일 겨울바다펭귄수영대회
1월11일 대설강풍에따른 현장점검
1월12일 대설 삼도동 제설작업
1월24일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환영만찬

2

1

3

2월

4

1 2월02일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 회의
2 2월05일 ‘제주4ㆍ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서명운동 릴레이 캠페인
3 2월07일 2018년도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
4 2월09일 폭설피해 현장 방문
5 2월11일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
6 2월12일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 업무협약
7 2월13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지원대책 마련 간담회
8 2월26일 지능형EV멀티충전시스템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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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5

7

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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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
2
3
4
5
6
7

3월01일 조천만세대행진
3월07일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업무협약
3월10일 청결한 버스정류장 만들기 발대식
3월17일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 페스티발 기념식
3월21일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
3월21일 제주4.3 제70주년 공동 기자회견
3월30일 제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개장식

1

3
2
4

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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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 4월03일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2 4월19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촉식
3 4월19일 버스→택시 환승할인
행복택시업무협약 체결

2

5월

3

1

1 5월10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현판식
2 5월23일 중국방한관광재개 대비 대응전략보고회
3 5월29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전거 대행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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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월
1 6월18일 FIFA WORLD CUP RUSSIA 2018 제주 거리응원전
2 6월21일 0621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준공식
3 6월27일 제주포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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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
2
3
4
5
6

7월10일 제주공항 내 유해발굴 개토식
7월13일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7월17일 6.13 지방선거 당선인 초청 도민화합 교례회
7월21일 제17회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
7월28일 2018 제주 세계태권도 한마당
7월29일 구좌지역 가뭄현장 점검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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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
2
3
4

8월13일 폭염 및 가뭄대책 관련 현장방문
8월17일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식
8월24일 태풍 ‘솔릭’ 피해지역 현장방문
8월26일 문예회관 개관30주년 기념 공연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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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
2
3
4
5

9월03일 제주악취관리센터 개소식
9월16일 혼자사는 어르신 도배봉사
9월1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준공식
9월21일 2018 제주국제감귤박람회 홍보대사 위촉
9월25일 강정마을 어울림 한마당 축제

2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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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
2
3
4

10월04일 제2회 세계리더스 보전포럼 IUCN 70주년 기념식
10월10일 제57회 탐라문화제 개회식
10월11일 문재인대통령 강정마을 방문
10월16일 제주청년과 함께하는
꿈ㆍ희망 토크콘서트

1

2

4

3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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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 11월03일 청년박람회
2 11월10일 출입기자단들과의 한라산 탐방
3 11월20일 희망2019나눔캠페인출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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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
2
3
4

12월1일 겨울이 열릴 즈음 제주감귤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
12월2일 아라동 행복주택 입주식
12월6일 가축분뇨 불법배출 방지대책점검 현장소통 자구노력 모범 농장 방문
12월12일 도민기자단워크숍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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