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인구와 노동, 복지, 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3개 분야 261개 지표를
시계열로 분석
「2015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를 발간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부터 제주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인구와 노동, 복지, 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3개 분야 261개 지표를 시계열로 분석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총인구는 62만5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인구성장률이 2.7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대비 5배가 높은 것으로 매년 가파른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제주거주 의향에 대해선 정주의향이 77.9%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8.4%로 전국대비 5.5%p 높고, 실업률은 전국에 비해 낮게 조사되어 우수한
고용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여건에 대해선 응답자의 대부분이 ‘다소만족’ 수준으로 답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경제육성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사회복지, 환경우선 개발
정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들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좋은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지표와 지표 사이에 담긴 도민의 염원을
바르게 읽어 제주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이 사회 각 분야에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나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회조사를 위해 정보수집과 제공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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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의 각종지표는 『2015. 10. 5 ~ 10. 30』 기간 중에 실시한
『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와 통계청에서 매년 생산되는 통계자료, 정부 각 부처
및 기타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모든 자료수치는 세부항목과 합계가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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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의 변경 또는 일부 착오내용을 최근 자료에서 정정한 것으로서 가능한 최근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는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근 자료를 수록하였음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지표의 용어 해설 및 주요산식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0 : 단위 미만, - : 해당사항 없음, ••• : 자료 미상
 5점 척도 평균은 만족도 관련 질문인 경우 1점은 “매우 불만”, 2점은 “다소 불만”, 3점은
“보통”, 4점은 “만족”, 5점은 “매우 만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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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O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야 함
 수록된 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 064-710-237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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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작성개요 ]
1. 개 요
 조사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조사목적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도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21806호)
	 조사시기 : 2015년 10월 5일 ~ 2015년 10월 30일
 작성방법
		 •「2015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적용된 지표통계는 행정자료，통계청 등의 기존통계를 재분류，
가공하여 작성되었고，추가로 필요한 통계는「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음
		 •행정자료 및 기존통계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통계 및 통계청과 각급 통계 작성기관에서 작성한
기존통계자료를 재분류 하거나 가공하여 지표를 작성
		 •「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제주도민의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지표를 작성

	 모 집 단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가구)
	 표본규모 ： 150개 조사구(3,000가구), 조사구당 20가구
 조사항목
		 •조사부문(13개 분야) : 인구，가구와 가족，소득과 소비，노동，교육，보건, 체육，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환경，복지，문화와 여가，안전，사회참여
			※ 단, 인구 부문은 조사표를 통한 조사결과가 아닌 기존 통계를 인용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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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추출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 중 A, 1 조사구만 대상
		 •아파트조사구(A)，보통조사구(1)만을 대상으로 함
		 •조사하기 어려운 섬조사구(2)，기숙시설(3)，특수사회시설(4)，외국인 거주지역(5) 조사구 제외

	 2011년 ~ 2014년 10월까지의 신축 아파트 조사구를 추가하여 표본추출틀을 보완

3. 충화 및 분류지표
 층화 : 4개층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시，서귀포시로 층화 후 2개 시를 동부 및 읍/면부로 층화

 분류지표(부차층화)
		 •층화 후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보조 층화지표에 라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추출 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 시 보조 층화지표도 사실상 층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표 1-3-1] 분류지표 구분점 설정

(단위 : %)

※ 음영은 분류지표의 기준값(criteria)으로 사용

[표 1-3-2] 분류지표

•생산 가능인구비율이 64.6% 미만은 코드1을 부여，70.7% 미만인 경우는 코드2를 부여，70.7% 이상인
경우는 코드3을 부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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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본규모
 표본규모 산출
		 •과거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론적인 수식을 이용한 적정규모 산정이 어려움
		 •단순임의추출에 대한 집락추출의 설계효과를 defƒ = 1 + (M-1)p = 2.061) 으로 하고，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오차의 한계를 ±2.6%로 하여 표본의 크기 n을 계산한 결과 약
3,000 가구임

n=

z 2 p(1-p)
e2

×defƒ

	 허용오차 사용시의 유의사항
		 •95% 신뢰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000표본가구에 대한 오차의 한계는 ±2.6%，제주시
(1,860가구)，서귀포시(1,140가구)에 대한 각각의 오차 한계는±3.3%，±4.2%로 읍·면·동
이하로 구분할 경우 세부적인 추정에는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요구됨

[표 1-4-1] 표본규모에 따른 오차의 한계

(단위 : %)

	 표본배분
		 •제주특별자치도내 가구수를 기준으로 150개의 표본 조사구를 층별로 제곱근 비례배분
			※ 가구수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2011년 ~ 2014년 10월 신축 아파트 반영

[표 1-4-2] 층별 표본 배분

(단위 : 가구, %, 개)

1) 통계청 사회조사의 p = 0.096를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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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본조사구 및 표본가구 추출
 표본조사구 추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라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수를 기준(MOS)으로 확률비례계통 추출방법
(PPS_sys : systematic selection with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이용하여 표본 조사구 추출

	 표본가구 추출
		 •가구(USU) 추출시 초기 시작거처를 임의추출(SRS)하여 시작거처로부터 20가구 조사

6. 가중치 작성 및 추정
 가중치 작성
		 •가중치는 설계가중치，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보정으로 구분됨
		 •사후층화 보정은 성·연령그룹별로 주민등록인구에 맞게 보정해야 함

	 사후층화 보정
◦ 최종가중치 ( ω hij ) =
• X : 모집단 추정치

Xh,sa
Xh,sa

• X : 표본에서 조사된 응답자 총 가중값
• sa : 성별 및 연령별 그룹
	 추정
◦ yG=

H nh mhi

���ω
h i j
H nh mhi

���ω
h

i

j

hij

I

[hij ∈ G]

hij

• h = 1, 2,......, H : 층(지역 특성)
• i = 1, 2,......, nh : 조사구

• j = 1, 2,......, mhi : 대상가구 또는 대상 가구원
• ω hij = h층의 i 조사구내 j번째 가중치
• I(hij) =

{ 10

if I [hij ∈ G]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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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1-ƒ ) nh
2
h
� [(ehi·- ehi··) ]
nh -1
i=1

H

◦ Var(Y) = �

h=1

mhi

• ehi·= ( � Whij (Ihij - I) / ω …
j=1
nh

• ehi··= ( � ehi·) / nh
i=1

• h = 1, 2,......, H : 층(지역 특성)
• i = 1, 2,......, nh : 조사구

• j = 1, 2,......, mhi : 대상가구 또는 대상 가구원
• ω hij = h층의 i 조사구내 j번째 가중치
• I(hij) =
◦ SE(y G) =
◦ CV =

{ 10

if I [hij ∈ G]
otherwise

Var(y G)

SE(y G)
(y 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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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표체계
지
 표 체계는 크게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및 체육,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13개 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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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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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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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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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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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집단 특성 및 표본 특성
 모집단 특성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집단 가구 특성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가구, 호)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2011년 ~ 2014년 10월 신축 아파트 조사구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가구수는 197,133가구이며, 4인 이상 가구가 30.4%로 가장 많음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집단 가구 특성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명)

				 -2015년 10월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만 15세 이상 인구는 총 523,641명이며, 그 중 60세
이상 연령층이 22.3%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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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표본 응답률 (조사가구 기준)
		 ▶2015 제주 사회조사 원표본 응답률은 다음과 같음

		 ▶2015 제주 사회조사 원표본 응답률은 53.0%임

 응답자 분포
		 -응답자 수 : 5,785명

1) 응답자 분포
				 -응답자 성별은 남성 46.7%, 여성 53.3%로 조사됨

※ 가중치 적용 후 비율은 남성 49.8%, 여성 50.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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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 연령
				 -응답자 연령은 60세 이상이 3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20.1%, 50대 18.4%, 30대
13.4%, 20대 7.8%, 15 ~19세 5.9% 순임

※ 가중치 적용 후 60세 이상 22.3%, 40대 21.1%, 50대 18.2%, 30대 16.4%, 20대 14.0%, 10대 8.1% 순

3) 응답자 학력
				 -응답자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3.8%로 가장 많고，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32.6%, 초등학교
졸업 이하 20.2%, 중학교 졸업 10.5%, 대학원 졸업 2.8% 순임

※ 가중치 적용 후 비율은 대학교 졸업 41.9%, 고등학교 졸업 33.2%, 초등학교 졸업
8.6%, 대학원 졸업 3.1% 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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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형태
				 -응답자들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이 5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파트 27.5%, 연립/빌라/
기타 8.7%, 다세대주택 5.2% 순임

※ 가중치 적용 후 비율은 단독주택 52.7%, 아파트 32.4%, 연립/빌라/기타 10.2%, 다세대주택 4.7% 순

5) 주거점유형태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비율이 7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연/월세 15.6%, 보증금
없는 연/월세 5.6%, 무상 및 기타 4.8%, 전세 3.2% 순임

※ 가중치 적용 후 비율은 자기집 67.4%, 보증금 있는 연/월세 18.6%,
기타 4.8%, 전세 3.7% 순

보증금 없는 연/월세 5.5%, 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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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답자 직업 분포
				 -응답자 연령은 60세 이상이 3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20.1%, 50대 18.4%, 30대
13.4%, 20대 7.8%, 15 ~19세 5.9% 순임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집단 가구 특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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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총 인구 62만명 돌파, 인구성장률 전국평균 대비 5배
전입인구 가파른 상승 추세 vs 전출인구 정체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는 62만 1,550명으로 2013년 60만 4,670명 대비16,880명 증가
- 인구 성장률 2.79% ▶ 전국 평균(0.56%) 대비 약 5배 높은 수준

		  2014년 전입자수는 2013년 대비 증가 & 순이동자수 1.4배 이상 증가
- 전입자수 92,508명 ▶ 2013년(88,851명) 대비 4.1% 증가
- 순이동자률 1.9% ▶ 2013년(1.3%) 대비 0.6%p 증가

022

023

노령화지수 전국대비 낮은 수준이나 가파른 상승 추세,
합계출산율 전국대비 높고 상승 추세로 전환
		  2 014년 총 부양비는 42.4%로 전국(36.7%)보다 높은 수준이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
- 노년부양비 19.3% ▶ 전국(17.4%)보다 1.9%p 높고, 2013년(19.1%) 대비 0.2%p 증가

 령화 지수는 83.7%로 전국(89.9%)보다 낮고, 2013년(80.2%) 대비 증가
		  노

		  2 014년 합계출산율은 1.481명으로 2013년(1.427명) 대비 3.8% 증가
- 전국(1.205명)평균 대비 약 0.2명 높은 수준

		  모의연령별 출산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국대비 높은 수준
- 30대 초반(30~34세) 모의 연령별 출산율 125.0명 ▶ 전국(113.8명) 대비 11.2명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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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평균 혼인연령 전국 평균과 유사 , ‘부부+자녀’ 가족형태 가장 선호
부모 부양은 ‘가족 + 정부 및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고 인식
		  2014년 제주도 평균 혼인 연령은 남성 32.4세, 여성 29.8세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
		  2대 선호(부부+자녀, 59.3%) > 3대 선호(부부+부모+자녀, 29.0%) > 1대(부부, 17.7%) 순으로 가족 형태 희망

		  부모님 생계는 ‘가족+정부 및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응답 48.7%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음
- ‘가족‘이 부모님의 생계를 돌봐야 한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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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6가구 중 1가구는 ‘분산가족’
가사분담 만족도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여성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음
 주도 내 ‘분산가족’은 17.3%로 전년(19.7%) 대비 2.4%p 하락
		  제
- 배우자의 비동거 사유로는 직업(직장), 건강상 이유, 가족간 불화(별거) 순임
  

- 미혼 자녀의 비동거 사유로는 직업(직장), 학업, 군입대, 취업준비 순임

 민 10명 중 4명 이상(44.7%)은 현재의 가사분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
- 전년도에 비해 만족 비율 1.8%p 상승, 불만족 비율 0.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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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 방안 중 ‘좋은 보육환경 조성’ 정책 가장 선호
타지역 출신,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방적 인식 확대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좋은 보육환경 조성’(69.9%) 선호 의견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37.2%), ‘주부의 재취업 지원’(28.2%) 등의 순임

		  개방도 문항별 긍정 비율은 ‘자녀의 타지역 출신과 결혼 수용’(61.8%) > ‘자녀의 다문화가정 친구 용인’
(61.2%), ‘자녀의 외국인과 결혼 수용’(43.9%) 순임
			
			 - 모든 개방도 관련 문항에서 긍정적 인식이 증가되고 있음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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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소비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당 월평균 지출 200만원 미만 약 60%
소득 수준 및 소비 생활 만족도는 모두 ‘보통’ 수준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56.9%이며,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4.3%로 가장 높음
		  소득 수준 만족 비율은 22.1%로, 전년(23.8%)대비 1.7%p 감소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00만원 미만’이 59.6%이며, ‘100~200만원 미만’이 32.8%로 가장 높음
		  소비 생활 만족 비율은 21.8%로, 전년(17.9%)대비 3.9%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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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저축율 하락, 저축 가구 중 약 50% 월평균 소득 10% 미만 저축
10가구 중 4가구 이상 가계 부채 있으면, 주된 부채 원인은 ‘주택 마련’
		  2015년 가구 저축 비율은 62.1%로 2014년(68.2%) 대비 6.1%p 하락
		  월평균 저축 금액은 소득 수준 대비 ‘5~10%’ 미만’이 33.0%로 가장 높음

		  2015년 가구 부채 비율은 46.7%로 2014년(47.4%) 대비 0.7%p 낮아짐
		  부채의 원인으로는 ‘주택 마련’이 3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 자금 마련’(24.5%) 순임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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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 구매 위해 ‘동네 슈퍼’ 가장 많이 이용
‘대형할인마트’ 및 ‘홈쇼핑’ 구매 경험률 하락 추세
 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한 월평균 방문횟수는 ‘동네슈퍼’가 6.3회로 가장 높음
		  생
			
			 - 다음으로 ‘중형슈퍼’ 4.7회, ‘대형 할인마트’ 3.1회, ‘전통시장’ 2.7회, ’인터넷쇼핑몰’ 2.5회 등의 순임
			 - 대형할인마트(69.0% → 67.4% → 64.1%) 및 홈쇼핑(27.8% → 19.7% → 18.8%)의 구매경험률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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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제주도민 10명 중 2명 가까이 구직활동 경험,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구직활동자들은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 가장 어려워함
		  지난 1년간 제주도민의 16.2%는 구직활동 경험이 있었고, 전년 대비 2.2%p 하락함
		  구직활동 산업 분야는 ‘개인서비스 분야’(40.1%), ‘음식점업 분야’(22.9%) 순으로 높음

		  구직활동시 어려움으로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39.5%)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21.4%), ‘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해서’(13.2%) 등이 그 뒤를 이음

		  구직활동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수입’(51.7%), ‘안전성’(2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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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40% 이상 ‘타 지역에 비해 제주도 내 구직 어려움’ 평가
경제활동 참가율 68.4%로 전국 대비 5.5%p 높은 수준
 민의 44.3%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도 내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
		  도
- ’일자리 구하기가 쉽다’는 평가는 14.4%로 나타남(5점 만점 평균 2.59점, “다소 부정” 수준)

		  전년 대비 ‘긍정’ 평가 2.3%p, ‘부정’ 평가 4.9%p 감소함

		  2 014년 제주도 15세 이상 인구는 47만 8천명으로 2013년 대비 1만 6천명 증가함
- 경제활동인구는 32만 7천명으로 2013년 대비 1만 7천명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 1천명으로 2013년 대비 1천명 감소

 제활동참가율(68.4%)은 전국평균 대비 5.5%p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 대비 1.3%p 증가함
		  경
- 제주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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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업률 2.0%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
직업훈련 및 개인창업 희망 분야로 ‘개인서비스 분야’ 가장 선호
		  제주도 실업률은 2.0%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낮음
		  가장 희망하는 직업훈련 분야는 ‘개인 서비스 분야’(26.6%), ‘ICT/BT 분야’(17.3%) 순임
- ICT/BT 분야의 직업훈련 희망 비율은 17.3%로 전년대비 5.8%p 감소

		  가장 선호하는 창업 분야로는 ‘개인서비스 분야’가 25.5%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음식점업 분야’(23.6%), ‘도소매업 분야’(10.0%) 순으로 나타남   
- 제주도민의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개인창업 희망 비율은 9.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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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44.4%는 여성 재취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
여성의 재취업 주 장애 요인은 ‘맞춤형 일자리 부족 및 가사/육아 부담’
		  제주도민의 44.4%는 여성의 재취업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 2014년 대비 여성의 재취업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비율은 4.5%p 감소

		  여성 재취업 장애 요인으로 ‘맞춤형 일자리 부족’이 28.0%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가사/육아 부담’(22.9%), ‘부모,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19.5%)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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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직업 보유, 정규직 비율 증가 추세
현재 직업 만족도는 ‘보통’ 수준, 전년대비 만족 비율 1.0%p 하락
		  제주도민의 66.7%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 0.7%p 낮게 나타남
		  직업이 있는 제주도민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이 39.8%로 가장 높고 증가하는 추세임
- 그 다음으로 ‘단독자영업자’ 26.0%,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직업이 있는 도민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3.23점으로 ‘보통’ 수준
		  전년 대비 ‘만족’ 비율과 ‘불만족’ 비율 모두 감소하였으며, ‘보통’비율이 증가함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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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도내 대학들이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역량 갖추길 희망
교원 1인당 학생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도내 대학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취업지원’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어학연수, 학생 복지증진)’(36.8%), ‘장학금 제도’ 등 순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전년대비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0.5명, 고등학교 0.4명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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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육과정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짐
공교육 환경 만족도는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만족 비율이 39.4%로 타 교육과정 대비 가장 높음
		  제주도 일반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결과로써 학교급별 재학생 및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결과와는
상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공교육 환경 만족도는 ‘수준 및 질’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22.2%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공교육 비용’(19.7%), ‘공교육 접근성’(18.8%) 순으로 나타남
- 5점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모든 평가 요소가 전년대비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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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환경 만족도 중 ‘비용’에 대한 만족도 가장 낮음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감소
 교육 환경 만족도는 ‘비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46.6%로 가장 높음
		  사

		  다음으로 ‘사교육 수준 및 질’(33.8%), ‘사교육 접근성’(29.4%) 순으로 나타남
- 5점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모든 평가 요소가 전년대비 상승함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9천원으로 전년(57만 7천원) 대비 감소
- 대학생/대학원생 자녀 및 취업준비생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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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자는 주로 ‘공공기관 평생교육 시설’을 경험
비경험자는 ‘시간부족’, ‘관심 프로그램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 어려움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은 85.3%로 전년대비 1.1%p 상승
		  경험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평생교육 시설’, ‘민간 평생교육 시설’, ‘원격 평생교육 시설’ 순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애로사항은 ‘시간이 없어서’가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몰라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038

039

6. 보건 및 체육
제주 전체 음주율은 64.6%로 높은 수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흡연율은 24.7%로 전년대비 하락, 제주 동지역의 흡연율 큰 폭 감소
		  제주도 전체 음주율은 64.6%이며, 전년(61.2%)대비 3.4%p 상승
-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읍면지역 모두 음주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제주도 전체 흡연율은 24.7%이며, 전년(26.0%)대비 1.3%p 하락
- 제주시 동지역의 흡연율이 23.1%로 전년(25.3%)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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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본인의 건강상태 긍정적으로 인식
질환 보유율은 전년대비 감소, ‘고혈압’, ‘요통/좌골신경통’ 등 질환 보유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 비율은 46.6%로 전년(40.2%) 대비 6.4%p 상승
- 부정 비율은 16.8%로 전년(17.8%)대비 1.0%p 하락

		  질환 보유율은 34.6%로 전년(39.4%) 대비 4.8%p 하락
- 보유 질환으로는 ‘고혈압’(34.5%)이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040

041

제주도민 10명 중 3명 경도비만이며, 운동하는 제주도민 비율은 증가 추세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전년도와 동일한 ‘걷기’
		  제주도민의 비만율은 28.3%로, 2012년 이후 감소/정체되는 추세임
		  평소 운동을 하는 도민은 62.0%로 나타났으며, 운동 실천율은 증가 추세임

		  운동을 하는 도민들이 주로 하는 운동은 ‘걷기’가 69.2%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헬스, 에어로빅’, ‘축구’, ‘등산’, ‘배드민턴, 테니스’ 순으로 나타남   
- ‘걷기’ 운동의 경우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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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감소, 도외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증가 추세
‘동네 의원의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원하고 있음
		  제주도민의 도내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제주시 10.2회, 서귀포시 12.2회로 나타남
		  도외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3.6회로 전년(2.8회) 대비 증가
		  도외 의료기관 방문 이유로는 ‘의료시설이 좋아서’(30.9%), ‘다른 지역 병원을 추천 받아서’ (22.6%)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주도민들은 도내 의료기관에 ‘동네 의원의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58.0%), ‘병원 응급실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52.5%) 등을 원하고 있음

042

043

제주도 내 종합병원, 병(의)의원, 보건소, 약국/한약국 모두 만족도 상승
약국/한약국의 만족도가 타 의료기관 대비 가장 높은 수준
		  제주도민의 도내 의료기관 만족도는 전년대비 모두 상승함
- 종합병원의 경우 불만족 비율이 19.3%로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음   
- 병(의)원, 보건소의 경우 전년도에 불만족 비율 상승 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   
- 약국/한약국의 경우 만족도가 3.48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만족 비율이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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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제주도민 10명 중 8명 향후 10년 후에도 제주도 거주 희망
생활환경 만족도는 ‘다소 만족’ 수준이며, 주거환경 만족도 가장 높음
		  도민 77.9%가 ‘정주 의향’을 보유한 반면, ‘이주 의향’을 보유한 도민은 6.8%에 불과함
- 전년 대비 향후 제주도 거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0.5%p 하락

		  제주도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환경’(3.4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해환경’(3.44점), ‘교통환경’
(3.33점) 순임
- 교통 환경에 대한 불만족 의견은 20.6%로 타 환경 대비 상대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음

044

045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버스노선 배차간격 조정 및 증설’ 필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도 불구, 주차장 확보율 90% 상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버스노선 증설’ 의견이 41.4%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버스노선 배차간격 조정’(23.2%), ‘운수종사자 친절 및 안전운행’(21.9%) 순임

		  2 014년 제주도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90.2%로 전년 대비 0.9%p 소폭 하락했으나, 주차장 확보율 90%를
상회하는 수준임
- 제주시는 91.0%, 서귀포시는 88.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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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내 주차공간 만족도는 ‘보통’ 수준
주차공간 문제 해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가장 선호
		  거주지 내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 비율은 34.3%로 전년대비 3.6%p 증가함
- 불만 비율(33.2%) 또한 전년대비 3.8%p 증가하였고, 권역별로는 제주시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주차공간 불만족층은 주차공간 문제 해결방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39.3%)를 선호함
- 다음으로 ‘자투리땅, 유휴지 발굴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29.1%),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15.0%) 순임

046

047

제주도 보유 렌터카 수 2만대 돌파, 렌터카 사업체 수 2013년 대비 증가
대중교통 수송 인원 지속적 증가 추세
		  2 014년 제주도 렌터카 수는 2013년(16,423대)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720대임
 터카 사업체 수는 2013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4년 76개로 증가함
		  렌

 주도 대중교통 수송인원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제
- 2014년 제주도 대중교통 수송인원은 55,282,772명으로 전년대비 4,140,933명 증가
- 시내버스 수송인원은 39,502,099명으로 시외버스(15,780,672명) 보다 23,721,427명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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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와 통신
제주도민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
가장 선호하는 SNS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제주도민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은 전년대비 10분 증가한 134.6분임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시간이 85.9분으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용시간(48.7분) 보다 많으며,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용시간은 2014년 대비 감소

		  제주도민 중 SNS 이용자는 63.1%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SNS는 ‘카카오스토리’ (38.1%)와 ‘페이스북’
(24.9%)임
- 10대, 20대의 경우 ‘페이스북’을 30대 이상은 ‘카카오스토리’를 더 선호함

048

049

9. 환경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환경 자산은 ‘산(한라산 등)’
환경보전 정책마련이 시급한 분야는 ‘녹지환경 분야’
		  제주의 환경 자산 중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도민 71.2%는 ‘산(한라산 등)’을 꼽음
- 다음으로 ‘숲(곶자왈 등)’(55.9%), ‘바다’(37.6%), ‘오름’(17.5%)’ 등의 순임

		  환경보전 정책마련이 시급한 분야로 ‘녹지환경 분야’가 42.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수질 분야’(29.2%), ‘토양 분야’(14.6%), ‘대기 분야’(13.2%)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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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대기 만족도’가 가장 높음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분야 ‘농업 분야’
		  환경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대기 만족도’ 3.65점, ‘수질 만족도’ 3.62점, ‘녹지 만족도’ 3.46점 순으로 나타남
- 녹지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10.8%로 대기 및 수질 불만족 비율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 ‘농업 분야’(81.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46.4%), ‘산림 분야’(25.3%), ‘건강•의료 분야’(23.2%) 등의 순임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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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0명 중 4명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의향 있음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수 510개로 2013년 대비 약 2.7배 증가
 주도민 10명 중 4명(43.6%)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의향 있음
		  제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구입 비용이 비싸서’(40.6%)가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충전시간이 길고 번거로워서’(17.1%),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7.9%) 순임

 주도 내 전기자동차 수는 500대로 전년도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함
		  제

		  제주도 내 충전기 보급 수는 510개로 전년대비 약 2.7배 증가함
- 그 중 완속 충전기의 비중이 급속 충전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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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쓰레기 처리 만족도 ‘보통’ 수준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는 쓰레기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남
		  쓰레기 처리 만족도는 ‘재활용 쓰레기’(3.24점), ‘음식물 쓰레기’(3.22점), ‘생활 폐기물’(3.20점) 순으로 나타남
- 음식물 쓰레기의 불만족 비율이 1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은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34.9%),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후 뒤처리가 깨끗하지 않아서’(40.0%), 재활용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 시설(클린 하우스)의 규모가 작아서’
(20.2%)가 가장 높게 나타남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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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지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년 연속 감소 추세
시급한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중요성 증가
		  최근 4년간 제주도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초생활보호 대장자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음
- 2014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4,937명으로 2013년(6,143명) 대비 감소함

		  제주도민이 노인복지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25.0%), ‘노인일자리 사업’(24.0%)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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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비 준비율 전년대비 하락, 노후생활비 마련 경제적 자립도 높음
강화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 1순위 ‘노인복지 분야’
		  도민의 45.6%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생활비 준비율은 전년 대비 12.2%p 감소
-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으로는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47.0%)가 가장 높음   

			 - 다음으로 ‘공적연금’(25.7%),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14.5%) 순으로 나타남

		  강화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로는 ‘노인복지 분야’가 48.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분야’(32.2%), ‘여성복지 분야’(11.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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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수 증가 추세 지속, 보육기관 1개소당 보육아동 수 전국대비 높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전국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2 014년 제주도의 보육아동 수는 27,402명으로 전년대비 146명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시설 수 증가는 미미함
- 권역별로 살펴보면 거주 인구 차이로 인해 보육아동 수 및 기관 수 모두 서귀포시 대비 제주시가 많음

		  2 014년 제주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5%로 전국 평균 51.3% 대비 높은 2013수준이며, 년 대비
1.0%p 상승함
- 제주도 여성 고용율은 59.2%로 전국평균 대비 9.7%p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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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성 인식 증가 추세
제주도 내 한부모 가정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다문화 가구를 위한 우선적 지원 사항으로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37.5%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사회적 적응을 위한 한글•문화교육 서비스’(26.7%),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4년 제주도 내 한부모 가정 수는 3,500명으로 2013년 대비 3%(105명) 감소함
- 제주도 내 한부모 가정 수는 201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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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화와 여가
제주도민 평균 여가시간 전년 대비 상승, 전국 대비로는 낮은 수준
10명 중 4명은 여가시간 부족, 부족 이유로는 ‘직장 일’ 때문
		  2015년 제주도민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 전년 대비 약 1시간 증가
- 2015년 제주도민의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은 19시간 19분으로 2014년 18시간 18분 대비 소폭 증가

		  제주도민의 47.9%는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도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직장 일’(56.3%)을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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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해외여행 경험 비율 14.5%, 국내여행 경험 비율 36.5%
여행 경험 비율은 전국대비 낮은 수준
		  제주도민 중 해외여행 비경험자는 85.5%로, 경험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해외여행 경험자 중에서도 경험 횟수는 ‘1회’가 77.3%로 월등히 높음

		  국내여행 경험자는 36.5%로, 연 1회 여행경험 비율이 54.8%임

058

059

10명 중 7명이 공공여가시설 이용, ‘공원’ 이용률이 가장 높음
공공여가시설 만족율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주 불만족 이유 ‘편익시설 부족’
 주도민의 74.0%가 공공여가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주 이용시설은 ‘공원’이 52.1%로 가장 높고
		  제
‘문화시설’(42.2%), ‘관광시설’(41.7%) 순임

 공여가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도민 중 41.9%는 이용 시설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요 불만족 이유로는
		  공
‘편익시설 부족’(36.9%), ‘시설관리 미비’(25.3%)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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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 시설측면 만족도 높음
도내 문화 환경 ‘양질의 콘텐츠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음
		  문화환경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문화시설’이 3.01점으로 가장 높고, ‘문화 프로그램’ 2.94점, ‘소요비용’
2.78점 순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의 만족 비율은 22.5%로 가장 높고, 소요비용은 불만족 비율이 31.1%임   

		  공공여가시설의 부족한 문화환경으로는 ‘양질의 컨텐츠 부족’이 37.8%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접근성 불리’(25.1%), ‘시설 및 공간의 편의성 부족’(19.6%) 등의 순임   
-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 및 공간부족’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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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에 대한 도민 참여도 소폭 하락, 만족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상승
지역축제 관람 주요 장애요인은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정보 부족’
		  2 015년 지역축제 참여도는 43.8%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축제 참여도가 높고, 소득이 낮은 경우 참여율 매우 낮음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 비율은 29.6%로 전년대비 4.6%p 증가

 역축제 관람 주요 장애요인은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가 25.6%로 가장 높음
		  지
- 다음으로 ‘교통이 불편하다’(24.8%),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20.2%)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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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건수 2009년 이후 지속 감소
화재발생 건수, 사상자, 피해액 전년대비 대폭 감소
		  2014년 제주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4,484건으로 2013년(4,302건) 대비 182건 증가
- 반면, 자동차 1만대당 발생건수는 116.7건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2014년 제주도 화재발생 건수는 총 587건으로 2013년(739건) 대비 152건 감소
- 제주소방서(35건 ), 서부소방서(47건 ), 동부소방서(70건 )   
- 화재발생 피해액 1,737,413원, 사상자 수 31명으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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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안전교육 경험률은 26.9%, 안전교육은 주로 ‘화재•소방’ 분야
제주도민의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은 다소 낮음
		  제주도민의 26.9%는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험이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재•소방 분야’(52.9%) 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난•재해 분야’(37.7%), ‘산업•건설 분야’(20.5%) 등의 순임

		  제주도민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은 2.8점으로 나타남
- ‘신종 감염병’(47.4%), ‘교통사고’(44.9%), ‘범죄위험’(44.4%), ‘정보보안’(41.3%) 등의 순으로 불안감이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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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참여
제주도민 10명 중 3명은 자원봉사활동 1회 이상 경험 있음
주로 참여하는 활동은 사회적 약자 및 환경, 범죄예방 관련 활동
		  지난 1년간 제주도민의 부문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이
11.8%로 가장 높고,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이 7.5%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분야가 6.8회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가 4.0회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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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정 역점 정책으로 ‘경제육성’ 희망 의견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사회 복지 정책’, ‘환경 우선 개발 정책’ 등
 정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육성’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도
-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23.4%), ‘환경 우선 개발 정책’(19.2%) 등의 순임   
- 상대적으로 ‘제주관광 체질 개선’(13.0%), ‘교통체계 개선’(7.4%) 등에 대한 응답 비율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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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명 중 1명은 제주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
삶의 만족도 중 ‘집단 측면’ 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제주도민 50.2%가 제주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함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중장년 혹은 노년층에서 자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부심이 높게 나타남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측면’이 52.8%로 가장 높음
- 전년대비로는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 측면’의 만족 비율이 모두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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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감정 상태는 긍정 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 대비 높음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 도입에 긍정적
 주도민의 ‘즐거운’, ‘행복한’, ‘편안한’의 긍정적 정서는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함
		  제
- 반면, ‘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의 부정적 정서도 전년대비 높아짐

 문화 관련 인식 가운데 ‘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이 40.9%로 높음
		  다
- ‘일자리 위협 인식’에 대한 긍정 비율은 14.8%로 전년(17.4%)대비 2.6%p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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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구추이
총 인구 62만명 돌파, 인구성장률 전국평균 대비 5배 높아
		  2
 014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는 62만 1,550명으로 2013년 60만 4,670명 대비 16,880명 증가함
- 인구 성장률은 2.79%로 전국 평균(0.56%) 대비 약 5배 정도 높은 수준임
- 외국인 인구는 2013년 10,864명에서 2014년 14,204명으로 3,340명 증가함

		  6
 5세 이상 고령자 비율(주민등록인구기준-외국인 제외)은 13.6%로 2013년(13.4%)과 유사하나 전국 평균
고령자 비율(12.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인
 구밀도는 336.15명으로 전국(522.71명)의 64.3% 수준이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인구밀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한
 국은행에서 발간한 ‘인구 이동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내
총생산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어 지속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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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2.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노령화 지수 가파른 상승 추세이나 전국평균 대비 낮은 수준,
유소년 부양비 완만한 하락 추세이나 전국평균 대비 높은 수준
		  2014년 총 부양비는 42.4%로 전국(36.7%)보다 5.7%p 높은 수준이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유소년부양비는 23.1%로 전국(19.3%)보다 3.8%p 높고, 2013년(23.8%) 대비 0.7%p 감소함
- 노년부양비는 19.3%로 전국(17.4%)보다 1.9%p 높고, 2013년(19.1%) 대비 0.2%p 증가함

		  노령화 지수는 2014년 83.7%로 전국(89.9%)보다 6.2%p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2013년(80.2%) 대비
3.5%p 증가함
		  호
 남지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노년부양비가 현재 19%대에서 2030년에는 40%대, 2040년에는
60%대로 배 이상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파른 노령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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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의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2011년 수준으로 회복,
모든 연령대에서 전국평균 대비 모의 출산율 높은 수준
		  2
 014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은 1.481명으로 2013년(1.427명)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전국평균 대비 약 0.2명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연
 령별 출산율은 2013년 대비 20대 초반(20~24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한 가운데, 20대
후반(25~29세)의 상승폭이 두드러짐. 또한 35세부터 44세까지 늦은 출산율도 높아진 추세임
		  출
 산율 회복은 제주도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를 감안할 때 향후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임

074

075

1. 인구

1-4. 자연증가율(조출생률 및 조사망률)
전년대비 조출생률 소폭 상승, 조사망률 소폭 감소
		  2014년 총출생아수는 5,526명으로 2013년 대비 198명(3.7%) 증가하였으며, 조(粗)출생률도 9.3명으로
2013년 대비 0.2명 소폭 증가함
- 제주도의 조출생률은 전국(8.6명)보다 0.7명 높음(전국평균대비: 제주시 1.0명▲, 서귀포시 1.6명▼)

		  2014년 총사망자수는 3,300명으로 2013년 대비 17명(0.5%) 감소했으며, 조사망률은 5.5명으로 2013년
(5.7명) 대비 0.2명 감소함
- 제주도의 조사망률은 전국(5.3명)보다 0.2명 높음(전국평균대비: 제주시 0.4명▼, 서귀포시 1.7명▲)

		  자연증가건수(총출생아수-총사망자수)는 2,226명으로 2013년 대비 215명 증가했으며, 자연증가율은
3.7명으로 전국(3.3명)보다 0.4명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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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구이동률
전입인구 가파른 상승 추세인 반면, 전출인구 전년수준 유지
		  2
 014년 전입자수는 2013년 대비 증가량이 두드러지며, 순이동자수는 1.4배 이상 증가함
- 전입자수는 92,508명으로 2013년(88,851명) 대비 4.1% 증가함
- 전출자수는 81,396명으로 2013년(81,028명)과 유사한 수준임
- 순이동자수는 11,112명으로 2013년(7,823명) 대비 1.4배 이상 증가했으며, 순이동자수 및 순이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타
 시·도에서 제주도로의 전입 인구는 32,835명으로 2013년(28,224명) 대비 16.3% 증가하였고, 제주도에서
타 시·도로의 전출 인구 역시 21,723명으로 2013년(20,421명) 대비 6.4% 증가함
		  아
 울러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증가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구이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인구 순이동에 따른 인구의 증감은 지역내 1인당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 경제브리프」(2014년 12월 10일) 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의
순이동 규모는 연평균 1,700여명으로 나타나 동일 지역 내에서의 이동비중이 높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서귀포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순이동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지역간 경제적 격차가 해소될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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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인구추이

전국 대비 5배 이상의 인구성장률, 외국인 인구수의 빠른 증가

		 ◦ 2
 014년 제주도 총 인구는 올해 62만 1,550명으로 전년대비 16,880명 증가, 인구 성장률은 2.79%로 전국
(0.56%) 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인구밀도는 336.15명으로 전국(522.71명)의 64.3% 수준이며, 제주시의 인구밀도가 서귀포시 대비 약
2.5배 높음    
- 인구성장률은 2013년 대비 내국인이 13,540명 증가하여 2.28%를 기록하고, 외국인이 3,340명 30.74%를
기록하여 외국인 인구증가율이 내국인 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제
 주도로의 순유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함
- 제주도로의 순유입은 제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함    
- 우선 제주도로의 전입자들에 대한 전입 목적, 소득수준 등 기본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입인구의 목적,
특성별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유치전략은 유입인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도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됨

부양 및 노령화

전국 대비 노령화 지수는 낮고, 총 부양비는 높은 수준

		 ◦ 총
 부양비는 42.4%로 전국(36.7%)보다 5.7%p 높은 수준, 2007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
-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모두 전국대비 높은 수준이나, 유소년부양비는 2007년 이후 감소 추세

		 ◦ 노
 령화 지수는 83.7%로 전국(89.9%)보다 6.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 (전년 대비
3.5%p)하고 있음
		 ◦ 노
 령화 지수 증가로 향후 엄청난 노년층 부양부담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활력이 크게 저하
될 가능성이 높음

출산율

모든 연령대, 전국 평균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모의 출산율

		 ◦ 가
 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481명으로 2013년(1,427명) 대비 3.8% 증가, 2011년
이후 전국 대비 약 0.2명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전국 평균 대비로는 20대 후반(25~29세)과 30대 초반(30~34세)까지 출산율이 매우 높음    
- 2013년도와 비교해 보면 20대 후반과 30대까지의 출산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

		 ◦ 타 지역 대비 30대 후반 이상의 고연령 임산부의 출산율 또한 높은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타 지역 대비
출산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를 고려해볼 때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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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자연증가율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모두 전국 보다 다소 높은편

		 ◦ 인
 구 천명당 조출생률 9.3명(전국 8.6명), 조사망률 5.5명(전국 5.3명), 자연증가율 3.7명 (전국 3.3명)으로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모두 전국 대비 높음
- 출생아수는 5,526명으로 2013년 대비 198명(3.7%) 증가함
- 2013년도 하락세의 조출생률은 0.2명 증가, 상승세를 보인 조사망률은 0.2명 감소함

인구이동률

2013년 이어 전입인구는 가파른 상승, 전출인구는 전년 유지

		 ◦ 2
 014년 전입인구는 92,508명(2013년 88,851명)으로 201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 전출인구는 81,396명
으로 2013년(81,028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시도 내 이동률은 8.6%로 2013년(9.1%)보다 약 0.5%p 낮아졌으나, 시도간 전입인구 이동률은 5.5%으로
2013년(4.8%)보다 약 0.7%p 높아짐

		 ◦ 제
 주시와 서귀포시간 인구이동으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
지역의 제주시로의 유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서귀포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업비중이 높고 산업구조가 다양하지 못한 연유로 제주시로의 인구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최근 주요 개발사업이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시로의 인구유출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앞으로도 기업 유치, 관광 개발 사업지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제주시로의 인구유출 압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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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제주이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전입인구의 증가는 인구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짐. 이는 제주도의
청정 환경과 함께 제주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일 것임
- 그러므로 인구성장률 추세에 맞추어 전입인구의 제주도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제
 주도의 인구 변화와 관련하여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사항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제주도의 인구정책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노령화 시대 진입에 대비한
노년층의 복지 및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요구된다 할 것임

		  인
 구이동에 있어서 전입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주도가
제한된 공간인 섬이라는 특수성에서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이주자의 현지 적응문제와 원주민과의 사회통합
문제, 인구 이질화와 익명성 증대로 인한 사회문제, 주택 등 제반 사회 인프라 수요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주사회와 도정의 주요 아젠다로 고민할 시점임

정책적 제언

		  ‘정착주민 지원 확대 및 지원 전담부서 설치’, ‘제주살기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정착주민의 제주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주민과 원주민들 간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지원
재단’ 설립을 검토해 볼만 함

		  제
 주도 유입인구의 정착실패 사례를 DB화 하여 정착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도내로의 이주자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그 분포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문화이민, 귀농귀촌, 단순취업이주 등 이주자들의 성격
이나 이주동기 및 목적에 따라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

		  이
 주자의 기대치에 반해, 준비되지 않은 이주자의 정착 실패 사례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우려가 크므로
이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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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가칭)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제
 주도로 전입하는 인구증가가 가져오는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
•제
 주의 역사, 문화, 풍습 등에 대해 소정의 교육 및 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중간기지 역할

		 
 ‘정착주민 인재 DB(가칭)’ 구축 및 ‘정착주민 재능지원 프로그램(가칭)’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재능을 가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사회 진입은 노년층의 부양비 증가 및 복지 수요 확대 뿐만 아니라,도내 경제활동
인구 감소 및 생산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제주도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맞는 고령인구의 생산가능
인구로의 전환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노년부양비 또한 감소시킬 것임
☞ 즉,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현 64세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생산가
능인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한편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은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기업체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제도 등을 통한 ‘노동의 재분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인력개발을
위해 정년 퇴직 인재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갖도록다양한 재교육 및 직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일본 [도쿄] : 65세 이상 노인 구직자에 직업 체험의 장 제공>
•일
 본 도쿄는 취업 의욕이 강한 65세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
업 체험 65'사업 시작(2015년 10월)
•6
 5세 이상의 구직자와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도내 기업을 모집한 후 고용을 목표로 구직자
가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
  - 업체 체험을 한 구직자가 고용되고 고용요건을 충족시키면 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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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약 및 정책제언
		 
 최근 귀농·귀촌인구 등 급증하고 있는 전입인구를 대상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관련 조례(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전입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사업 시행 초기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향후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
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타 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은 지역 내 총생산 및 세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인구유입에
따른 지방세 세수 증가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상관계수 0.87)하고 있으므로, 순유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실태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입인구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
- 기존 이주자들과 이주 희망자들간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창구를 구축
- 유입인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직업 및 생활양식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제주도민들의 정착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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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평균 혼인 연령
평균 혼인 연령 전국 평균은 높아진 반면
제주도민의 평균 혼인 연령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
		  2
 014년 제주도 평균 혼인 연령은 남성 32.4세, 여성 29.8세로 2013년 대비 각각 0.1세, 0.2세 감소함
- 전국 평균은 2011년 이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나, 제주도민은 다시 낮아지는 경향임     
- 취업과 결혼자금, 출산, 교육비 등의 이슈로 결혼 시점을 점차 늦추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성
-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성별에 따른 평균 혼인 연령은 지역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연도별 성별에 따른 평균 혼인연령의 격차는 약 2.5세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평균 혼인 연령이 낮아질 수록 가임 가능 기간이 길어져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출산 장려를 위하여 혼인을 미루는 도민이 줄어들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 실현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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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장 희망하는 가족 형태
‘부부+자녀’의 가족 형태 가장 희망
		  2
 대 선호(59.3%) > 3대 선호(29.0%) > 1대(부부, 17.7%) 순으로 가족 형태 희망
		  ‘부부+자녀’의 가족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모
 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부+자녀’의 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
 득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층에서는 ‘1인 가구’로 사는 구성을 상대적으로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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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가족 + 정부 및 사회’ 라는 공동체 인식 여전히 높은 수준
		  부
 모님의 생계는 ‘가족+정부 및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48.7%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님 스스로 해결’(25.1%), ‘가족’(20.2%)이 뒤를 이음
			 - ‘부모님 스스로 해결’ 의견이 높아지는 추세인 반면, ‘가족‘ 책임 인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부모 생계 책임 주체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37.0%)이라는 응답이 ‘가족
+ 정부 및 사회’ (33.0%)라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남      
- 서귀포시 전체에서 ‘부모님 스스로 해결’(34.5%)이라는 응답이 다른 지역(20%대) 대비 높게 나타남

		  부
 모님의 생계는 ‘가족+정부 및 사회’ 또는 ‘가족’에게 있다고 응답한 도민들(3,768명) 대다수가 ‘모든 자녀
공동으로’(83.0%) 부모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함
- ‘자녀 중 가장 능력 있는 자’라는 응답은 제주시 읍면지역(15.9%)에서 ‘장남 (또는 맏며느리)’라는 응답은
서귀포시 동지역(1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고 제주도에서 출생한 응답자일수록 ‘모든 자녀 공동으로’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장남 (또는 맏며느리)’, ‘자녀 중 가장 능력 있는 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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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족안전유형(지난 1년간 본인 혹은 가족이 느낀 위험)
가족이 느낀 위험은 '가족의 건강 이상'을 우려하는 경우가 가장 높아
		  도
 민의 39.3%가 지난 1년간 (2014.10.1~2015.9.30) 본인 혹은 가족의 안전문제를 경험함
			 - 지난 1년간 본인 혹은 가족이 경험한 위험으로는 ‘가족의 건강 이상’이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
불안정’(8.2%), ‘가족분거’(7.7%), ‘실직 또는 파산’(4.9%) 등이 뒤를 이음

		  가
 족의 건강을 우려하는 경우는 30~40대 도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가 어리거나
부모님의 연세가 많은 계층으로인 점을 감안할 때, 걱정과 염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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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산가족 – 분산유무
제주도 내 6가구 중 1가구는 ‘분산가족’,
분산가족 있는 가구의 비율은 증가에서 하락으로 전환
		  배
 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산가족’은 17.3%로 전년 (19.7%) 대비 2.4%p 하락함
			 - 연령별로 분산가족을 둔 가구주는 50대 (42.0%) 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귀포 읍면지역 (23.1%)에서 분산가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평균 분산 가구원 수는 1.4명으로 전년(1.5명)과 유사한 수준임
		  분
 산 가구원 중 자녀의 비동거 사유가 직업(직장),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제주지역의 인구유출이 주로 20~30
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 지역 내 청장년층의 교육 및 산업기반 부족이 원인으로 파악됨
			 -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청장년층의 유출은 제주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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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산가족 – 분산유형 및 이유
국내도외 거주 가족이 국내도내 거주 비율보다 높은 수준
배우자 비동거 사유 1순위 직업(직장), 2순위 건강상 이유
		  배
 우자나 미혼자녀 모두 국내도내 거주 비율보다 국내도외 거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배우자의 비동거 사유로는 직업(직장), 건강상 이유, 가족간 불화(별거) 순으로 나타남    
- 미혼 자녀의 비동거 사유로는 직업(직장), 학업, 군입대, 취업준비 순으로 나타남

		  배우자의 비동거 사유는 주로 직장, 자녀와 비동거 사유는 주로 직장과 학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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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사분담 견해
집안일은 부부 공통의 책임이라는 인식 점차 높아지는 추세
혼자(부인 또는 남편) 책임이라는 견해 매우 소수
		  가
 사분담에 대해서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와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되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6.4%, 42.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되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1.2%p 하락한 반면,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8%p 증가함   
- 50대 이상 연령이 높고 출생지역이 제주도인 응답자에서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되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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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사분담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는 3.52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임
남성 대비 여성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여전히 낮음
		  도
 민 10명 중 4명 이상(44.7%)은 현재의 가사분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에 비해 만족
비율이 1.8%p 크게 상승한 반면, 불만족 비율은 9.9%로 전년도 대비 소폭(0.7%p) 상승함
		  ‘보통’이라는 유보적 입장 또한 45.3%로 ‘만족’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여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27.9%로 남성(47.6%)과 전체 만족 비율(44.7%)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가사분담 정도 및 공평성에 대한 남녀간 주관적 인식 수준이 매우 상이함을 시사함
			 - 여성응답자의 만족도는 3.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분석됨    
- 출생지역이 제주도 외 지역 출생 응답자(45.9%)의 만족도가 제주도 지역 출생 응답자(44.4%)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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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저출산 해소 정책
저출산 해소 방안 중 ‘좋은 보육환경 조성’ 정책 선호도가 가장 높음
		  저
 출산 해소 방안으로 ‘좋은 보육환경 조성’(69.9%) 선호 의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37.2%), ‘주부의 재취업 지원’(28.2%) 등의 순임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응답은 제주시 동지역,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육아휴직제도, 재취업, 출산지원금, 불임부부 지원 등이 모두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실제 보육
환경 개선 정책이 집행, 실행 될 수 있도록 높은 관심으로 개선 정책 실행 독려가 필요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3장 부문별 사회조사 결과 분석

2-9. 타지역출신과 결혼에 대한 인식(자녀의 타지역출신과 결혼 수용 여부)
타지역출신과 결혼에 대한 인식 3.84점, ‘다소 긍정’ 수준
		  도
 민 10명 중 6명은 ‘자녀가 타지역출신과 결혼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동의 정도가 6.7%p 높아졌음
			 - 타지역 문화 차이를 경계하는 제주도민의 비율이 2014년과 비교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여
 전히 도민 10명 중 1명 정도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권역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긍정적 인식’이 각각 63.3%, 62.4%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40대 이하에서 ‘긍정적 인식’이 50대 이상 대비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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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자녀의 외국인과 결혼 수용 여부)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3.36점으로 ‘다소 긍정’ 수준
		  도
 민 10명 중 4명(43.9)%는 ‘자녀의 외국인과 결혼 수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도민 5명 중
1명은 자녀의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서귀포 읍면지역, 60세 이상 연령층, 출신 지역이 제주도인 응답자에서 국제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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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인식(자녀의 다문화가정 친구 용인 여부)
다문화가정 친구 공동체 인식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
자녀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친구되는 것 반대 6.7%에 불과
		  ‘자녀가 다문화가정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도민의 과반 이상이 ‘긍정적(61.2%)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시각은 6.7%에 불과함
			 - 권역별로 서귀포시 읍면지역과 연령별로 60세 이상, 출신지가 제주도인 응답자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0대의 경우 긍정 비율(71.9%)이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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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혼인 연령

제주도민의 평균 혼인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

		 ◦ 남
 녀 모두 평균 혼인연령은 2013년 대비 각각 0.1세, 0.2세 낮아진 상태로 전국기준 평균 혼인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와 대조적 양상을 띰
- 취업과 결혼자금, 출산, 교육비 등의 이슈로 결혼 시점을 점차 늦추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성   
-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남성의 평균 혼인 연령 차이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듦   
- 제주도민의 혼인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생산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 동력에 긍정적인 영향

가족 형태

제주도민의 과반수 이상(59.3%)이 ‘부부+자녀’ 가족 형태 선호

		 ◦ 제
 주도민이 가장 희망하는 가족 형태로는 ‘부부+자녀’가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 가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부+자녀의 가족 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은 30대부터 40대에서 가장 두드러짐    
- 60대 이상의 도민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부분, 20대 도민은 결혼 전이나 초로 자녀가 없을 확률이
높아 ‘부부+부모+자녀’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됨

부모 부양

여전히 ‘가족 + 정부 및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

		 ◦ 부
 모부양에 대한 견해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족 + 정부 및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년과 유사한 반면,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4.1%p 감소함
- 취업과 결혼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교육비가 점차 높아지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부모를 자녀가 부
양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사회가 같이 고민하여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인식이 결과로 도출됨.   
- 제주도 역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시점을 대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어르신을 돌보는 제도 정착과 예산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독거 어르신이 TV나 핸드폰 이용 패턴, 홈케어 보안장비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첨단
시설도 대중화 되어 있음

위험 경험

제주도민 10명 중 6은 지난 1년간 위험 체감 경험이 ‘없다’고 응답

		 ◦ 지
 난 1년간 본인 혹은 가족이 느낀 위험에 대한 질문에 약 60.7%의 도민들은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전년
(55.4%)보다 약 5.3%p 높아진 수치임
- 위험을 느낀 경험자 중에서는 ‘가족의 건강 이상(22.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정 분거로 인해 발생되는 도민의 걱정과 우려를 낮추어 줄 수 있는 인력 및 제원 마련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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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분산가족

노동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의 유출 제주 경제에 부정적

		 ◦ 분
 산 가구원 중 자녀의 비동거 사유가 직업(직장),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제주지역의 인구 유출이 주로
20~30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주 지역 내 청장년층의 교육 및 산업기반 부족이 원인으로 파악되어 청장년층이 제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직종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임

가사 분담

‘공평하게 분담’과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되 남편도 분담’ 다수

		 ◦ 가
 사분담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은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과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되 남편도
분담’과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집안일은 부부 공통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 여전히 60세 이상 가구주와 출생지역이 제주도인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남

가사분담 만족도

남성과 여성간 만족도 차이 존재, 여성 만족도 전년대비 하락

		 ◦ 가
 사분담 만족도는 여전히 남성(47.6%)보다 여성(27.9%)이 낮은 수준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남성의
만족도(44.8% → 47.6%)는 높게 상승한 반면, 여성의 만족도(27.8% → 27.9%)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저출산 해소

’좋은 보육 환경 조성’ 1순위,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2순위 차지

		 ◦ 저
 출산 해소 정책을 위해 ‘좋은 보육환경 조성’(69.9%), ‘육아휴직제도 활성화’(37.2%), ‘주부의 재취업
지원’(28.2%)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좋은 보육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개선 정책이 집행, 실행 될 수 있도록 높은 관심으로 개선 정책
실행 독려가 필요함   
- 또한, 출산율이 가장 높은 25세부터 34세까지의 임산부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 출산율이 높은 연령대의 임산부들은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지원금제도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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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외부인 결혼

도민 10명 중 6명은 타지역 출신과의 결혼에 긍정적 반응

		 ◦ 타
 지역 출신과 결혼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은 전년대비 긍정적으로 변화(55.2% → 61.8%하고 있으나,
여전히 10명 중 1명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읍면지역 대비 동지역의 긍정적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하가 50대 이상 대비
높은 편임

국제 결혼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

		 ◦ 외
 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긍정적으로 변화(39.8% → 43.9%)하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도 20.4%로 여전히 남아 있음
- 특히, 서귀포 읍면지역, 60세 이상 연령층, 출신 지역이 제주도인 응답자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에 보수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다문화 친구

자녀의 다문화가정 친구 사귐에 대해 도민 61.2%가 긍정적 인식

		 ◦ ‘ 자녀가 다문화가정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과반 이상이 ‘긍정적’(61.2%)으로 인식하고 있음
- 권역별로 서귀포시 읍면지역과 연령별로 60세 이상, 출신지가 제주도인 응답자의 경우 부정적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가 다문화가정 친구를 사귀는 부정적인 인식은 2014년 8.8%에서 6.7%로 줄어듦

외부환경 수용도

제주도민의 타지역 문화 및 외부 환경에 대한 개방적 인식 확대

		 ◦ 제
 주도민은 점차 외부 유입인구(외국인/내국인)가 증가하고 있고 타지역 문화나 외부 환경을 수용하는
개방적 인식이 매우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지역 도민과 유입 인구간의 마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화합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공동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임
- 다문화 가정의 날, 타 지역 주민 정착 제도 확대, 도민 화합의 축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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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점
 차 가속화되는 노령화 사회는 전통적인 가구형태 변화와 함께 부모 부양 문제로 인한가족 관계에서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대통합 정책 추진이 요구됨

		  부
 모부양에 대해서도 ‘가족+정부 및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는 점에서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간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가족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부모부양 문제는 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족 구조의 특성 상 여러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범 사회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요구
- 또한 ‘부모님 단독 세대ʼ를 구성하는 것과 ‘부모님 스스로 부양ʼ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통 사회와 다른
사회적 변화가 보인다는 점에서 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사
 회적인 저출산 해소는 특정 방향에서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인구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타
 지역 출신,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방적인 인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제주도내 원주민과 이주민간 사회통합의 이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정책적 제언
		  제
 주도는 장수도시로서 어르신 존중문화 확산 및 그들의 경험을 사회공헌으로 나누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르신 존중문화 확산과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
- 예를 들어, 지역문화 유산 체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지역문화 해설사로 역할하게 하거나, 아이돌
봄이 사업에 어르신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아이세대와 노인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서울특별시>
•사
 회공헌 어르신 및 단체를 발굴하고, 어르신의 역할정립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복지 공동체 사업을
공모 지원

<대전광역시>
• 고경력 은퇴인력의 과학교육 기부 등 멘토 역할 강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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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12. 요약 및 정책제언
		  부
 모세대 부양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노후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
- 제주형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제2의 인생설계 및 맞춤형 취업교육 등으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일반 어르신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예를 들어 예절교육, 인권교육, 제주어 교육 등)를 발굴하여 사업화로
추진(초등 방과후 교사로 활용 가능)

		  분
 산가족의 지속적 증가는 노인 단독가구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가족안전에 대한 염려 및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문화,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건강한 노후 보장체계 마련
- 지역 경로당에 평생교육사 배치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읍면별 노인회관 사무장 배치 및 병원 이동 도우미 서비스
- 독거노인가구 돌봄센터 운영(식사, 건강관리, 인권실태 등 상시 조사체계 가동)

		  노
 인세대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사회 특성과제주지역이
점차 다문화가족, 타 지역에서의 이주민 유입, 외국인 증가 등 다양한 계층이 혼재되어 감에 따라 건강도
시 수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
- 건강도시 수립 계획에 맞추어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제주의 경우 제주음식 만들기, 올레 걷기, 자전거투어, 명상 등과 연계한 힐링관광상품, 승마힐링체험 프로
그램 등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필리핀 더 팜 산 베니토 리조트>
•건
 강과 웰빙을 테마로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TV 등의 기본적인 전자기기도 없이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특징

<강릉 힐링관광상품 개발 운영>
•트
 래킹코스 답사, 사찰음식 체험, 커피로스팅 등 체험과 건강여행 프로그램 제공
• 숲길을 걸으며 명상, 선교장 한옥에서의 자연음악 테라피, 커피농장체험, 전통밥상 등 자연치유형
프로그램 운영
• 고경력 은퇴인력의 과학교육 기부 등 멘토 역할 강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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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요약 및 정책제언
		  제
 주도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 확대 사업’,‘출산장려금 및 양육
수당 지급’ 등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인 확대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검토할 필요
- 예산상 제약이 큰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시설 인프라 확대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과 같은 관련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도민의
인식개선을 홍보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위
 정책방향 전환은 보육시설 등 보육인프라 확충과 출산 및 육아 장려를 위한 문화 조성과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과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등 미성숙한 사회적 분위기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므로 육아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함

		  아
 울러 육아 문제 해결을 통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도민
정책수요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 확증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 품질 개선사업 운영(어린이집 환경 개선, 급식 관리)
- 직장맘 자녀 방과 후 학습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보육정보를 제공
- 육아나눔, 육아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도
 내 다문화가족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과 연계하여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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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구 월평균 소득
10가구 중 6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감소 추세
		  월
 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56.9%이며, 구간별로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300~400만원 미만’(18.4%), ‘100만원 미만’(14.3%), ‘400~500만원 미만’
(11.4%) 등의 순임
- 성별로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ʼ은 여성 가구주, ‘200만원 이상ʼ에서는 남성 가구주의 분포가 높음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이혼’의 200만원 미만 월평균 가구소득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012년 이후로 ‘200만원 미만’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0만원 이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이
 러한 결과는 「2015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의 ‘경제활동 상태 및 참가율’지표를 비추어 볼 때 제주도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 정책을 통해 가구소득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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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월평균 저축 금액
전년 대비 가구 저축 비율은 하락(-6.1%p),
저축하는 가구 중 49.4%는 월평균 소득의 10% 미만 저축
		  2
 015년 가구 저축 비율은 62.1%로 2014년(68.2%) 대비 6.1%p 하락함
- 권역별로 제주시(62.9%)가 서귀포시(60.0%) 대비 가구 저축 비율이 높음   
- 주거점유 형태별로 자기집(64.3%) 소유 가구 대비 전세(75.6%) 가구의 가구 저축 비율이 높음

		  월
 평균 저축 금액은 소득 수준 대비 ‘5~10% 미만’이 3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20% 미만’
(26.4%), ‘1~5% 미만’(16.4%), ‘20~30% 미만’(13.3%) 순임
- 소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저축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
 구 저축 비율 하락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물가상승’, ‘부채비율 높음’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이러한
가구 저축 비율 하락은 향후 투자 및 경제성장률 하락과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저축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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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채 유무 및 원인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가계 부채가 있으나, 전년보다 0.7%p 낮아짐
부채의 주된 원인은 '주택 마련' 및 '사업 자금 마련'임
		  도
 내 10가구 중 4가구 이상(46.7%)은 가계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주거점유 형태별로 ‘자기집’(46.1%) 보유 가구 대비 ‘전세’(62.7%) 가구의 부채 비율이 높음

		  부
 채의 원인으로는 ‘주택 마련’이 3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 자금 마련’(24.5%),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동부는 ‘주택 마련’ 비율이 높고, 읍면부는 ‘사업 자금 마련’ 비율이 높음
- 소득별로 ‘100만원 미만’ 가구는 상대적으로 ‘질병/재난’(24.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20 ~30대는 ‘주택 마련’이, 60세 이상은 ‘사업 자금 마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국은행 가계부채 및 처분가능소득」자료에 의하면,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 부채가 처분가능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서민금융지원 확대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주택보급 정책,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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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구당 월평균 지출
월평균 지출액 100~200만원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아
		  월
 평균 총 소비 지출액은 ‘100~200만원 미만’ 32.8%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이 26.8%
‘200~300만원 미만’ 22.7%, ‘300~400만원 미만’ 9.5% 등의 순임
- 성별로는 ‘200만원 미만’은 여성 가구주, ‘200만원 이상’은 남성 가구주의 분포가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2015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의 ‘월평균 저축 금액’ 지표에서 가구의 저축률 감소와 더불어
가구당 지출액에서 볼 때, 가구당 지출소득 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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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소별 생활필수품 구매 경험률 및 월평균 방문 횟수
생활필수품 구매 위해 ‘동네슈퍼’를 가장 많이 이용
		  생
 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한 월평균 방문횟수는 ‘동네슈퍼’가 6.3회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형슈퍼’ 4.7회,
‘대형 할인마트’ 3.1회, ‘전통시장’ 2.7회, ’인터넷쇼핑몰’ 2.5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제주시는 ‘동네슈퍼’와 ‘대형 할인마트’ 방문 횟수가 서귀포시 대비 높고, 서귀포시는 ‘전통시장’의
방문 횟수가 제주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동네슈퍼’와 ‘대형 할인마트’는 ’30대’의 방문 횟수가 타 연령대 대비 높고, 전통시장은 ’50대~60대’가
많이 방문 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 전통시장의 활성화 수준 평가」에 의하면 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이 4위로 평가되었음.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상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의 문화 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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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소비

3-6. 소득수준 만족도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 22.1%로 전년 대비 1.7%p 감소
전년 대비 만족 감소, 불만 증가
		  본
 인 소득에 대해 ‘불만족’(35.5%) 한다는 응답이 ‘만족’(22.1%) 한다는 응답보다 13.4%p 높게 나타남 (5점
만점 평균 2.82점, “보통” 수준)
- 권역별로 ‘서귀포시 동부’의 만족도가 2.89점으로 타 권역 대비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주거점유 형태별로 ‘자기집’ 보유 가구의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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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비생활 만족도
10명 중 3명 본인의 소비 생활에 불만족
		  본
 인의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30.9%) 한다는 응답이 ‘만족’(21.8%) 한다는 응답보다 9.1%p 높게 나타남
(5점 만점 평균 2.88점, “보통” 수준)
- 권역별로는 ‘제주시’의 만족도와 ‘서귀포시’가 유사한 만족도를 보였으며,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주거점유 형태별로 ‘자기집’ 보유 가구의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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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월평균 소득

10가구 중 6가구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

		 ◦ 제
 주도 10가구 중 6가구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 전년 대비 저소득층 감소 추세
- 2012년 이후로 ‘200만원 미만’ 가구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0만원 이상’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저소득층 감소는 제주도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저축 여부

전년 대비 저축률 감소, 저축 가구 중 과반수는 소득의 10% 미만

		 ◦ 전
 년 대비 가구 저축 여부는 감소하였으며, 저축하는 가구 중 49.4%는 월평균 소득의 10% 미만 저축
- 2015년 가구 저축률은 62.1%로 전년 대비 6.1%p 하락   
- 월평균 저축 금액은 소득 수준 대비 ’10% 미만’이 49.4%을 차지함   
- 가구 저축 비율 하락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물가상승’, ‘부채비율 높음’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향후 저축률 제고방안 등 정책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가계 부채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가계 부채 존재하며, 부채의 주 요인은 ‘주택 마련’

		 ◦ 제
 주도의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가계 부채가 있으며, 부채의 주된 원인은 ‘주택 마련’, ‘사업 자금 마련’임
-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점유 형태별로     
‘자기집’ 보유 가구 대비 ‘전세’ 거주 가구의 부채 비율이 높음   
- 부채의 원인으로는 ‘주택 마련’(35.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자금 마련’(24.5%), ‘본인 및 자녀
교육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월평균 가계지출

월평균 지출액은 100~200만원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아

		 ◦ 제
 주도의 월평균 가구당 지출액은 200만원 미만이 59.6%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당 지출액은 '100~200만원 미만' 32.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이 26.8%,
'200~300만원 미만' 22.7%, '300~400만원 미만' 9.5%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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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생필품 구입처

제주도민의 주요 생활필수품 구매처는 ‘동네슈퍼’

		 ◦ 제
 주도민은 생활필수품 구매를 위해 ‘동네슈퍼’를 가장 많이 이용함
-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한 월평균 방문횟수는 ‘동네슈퍼’가 6.3회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형슈퍼’      
4.7회, ‘대형 할인마트’ 3.1회, ‘전통시장’ 2.7회 순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이용률 활성화는 지역상인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득/소비 생활 만족도

소득수준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

		 ◦ 소
 득수준 만족도는 2.82점,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88점으로 나타남
- 본인 소득에 대해 ‘불만족’(35.5%) 한다는 응답이 ‘만족’(22.1%) 한다는 응답보다 13.4%p 높게 나타남
-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30.9%) 한다는 응답이 ‘만족’(21.8%) 한다는 응답보다 9.1%p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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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2 015년도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도 지역민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저소득층의 꾸준한 감소로 가구
소득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재산소득 감소와 기대
소득과의 괴리로 인한 체감소득의 인식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월평균 가구지출은 다소 둔화됨

		  국
 내 타 시도와 대비하여 제주도 지역경제는 높은 GRDP 성장과 달리, 소득만족도(만족: 22.1% vs 불만:
35.5%) 및 소비생활 만족도(만족: 21.8% vs 불만: 30.9%)에서 나타나듯체감경기가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할 수 있음

		  소
 득의 증가와 더불어 건전한 소비지출의 증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나,
경기 및 생활형편이 고려되는 체감 가계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근
 본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기업유치, 신성장산업 육성, 자영업자 육성 등 소득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

정책적 제언
		  제
 주지역의 높은 GRDP 성장과 달리, 체감경기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① 제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영업소득의 낮은 증가, ② 저금리에 따른 재산소득 하락, ③ 가계소득의 변동성 증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거시적(macro)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이익의 가계로의 환류 정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보다 안정적인 소득분배 구조를 유지하여 가계 및 계층간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가운데 고소득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

		  제
 주지역 가계소득이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한 바,
이미 이전을 완료한 기업의 CEO 등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viral marketing) 강화를 통해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제주의 가치에 부합하고 투자 수익성 측면의 여건이 성숙된 업종을 우선적으로 유치
  (ex.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융복합산업, IT융합·바이오 등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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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제
 주도 소재 기업의 도내 투자·소비 유도를 통해 ‘생산 → 소득 → 투자·소비 → 생산 →소득’으로 이어지는
제주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
- 기업유치에서 더 나아가 제주 이전기업이 중간소비 및 투자를 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후방 산업을 보강함
으로써 도민에게 소득이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
- 아울러 도외로의 소득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에서 근무하는 도외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제주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강화할 필요

		  제
 주지역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경우 도민들의 체감 생활형편이 악화될 요인이 있는 만큼,
소득 증가가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꾸준한점검 및 대책 마련도 필요
- 경제성장과 더불어 제주도내 지역별·연령별 저소득층, 특히 읍면 지역의 노령가구에 대한 맞춤형 생계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

		  지
 역경제활성화로 인한 체감경기가 도내 권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점검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
-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시설이 노후화된 구제주권 일반숙박업의 경우 최근의 관광객수 증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

		  제
 주의 기반산업(관광관련산업·1차산업 등)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미래첨단 창조사업과 같은 미래유망산업은 기존의 기반산업 및 제주의 청정자연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울 수 있는 토대로 삼을 필요

		  제
 주도의 관광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IT와 의료를 융합한 의료관광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제주 관광산업 경쟁력은 매력도 3위, 만족도 1위, 산업수준 1위 등으로 3대 지수에서 모두 최상위권에 있으나,
의료산업은 기술 9위, 인력 8위, 시설 12위, 산업수준 12위 등으로 모두 중하위권 수준임(한국은행 제주본부,
2014.11)

		  IT·BT·의료·보건환경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차세대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청정 제주에 걸 맞는 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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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F TA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6차 산업 등 신개념 산업 육성이 필요
-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6차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제주의 농축수산업을
육성

		  저
 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세한 제주향토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등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의 강소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수 확대

		  제
 주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창업 교육, 경영컨설팅, 관련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망 제공 등 보다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자영업자 소득 증대를 도모

		  대
 형 백화점 및 할인마트의 잠식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위축되고 있는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 쿠폰북, 할인카드, 적립카드 등 고객유입 요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고객관리로 매출상승>
•할
 인권을 유통시켜 30장 이상 모아서 가져오면 할인총액에 10%를 더 얹은 금액의 중곡제일시장
이용 상품권으로 교환
• SK텔레콤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폰 기반 솔루션 ‘마이샵’ 도입
  - 마이샵은 기존 POS(point of sales) 단말기 카드결제, 매출현황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추가로 종업원 근태 관리와 OK캐시백 적립, 쿠폰과 SMS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

<인천 신기시장, 쿠폰북 발행>
• ‘스마트 월렛’을 통해 월 5회 이상 신기시장을 이용한 단골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 제공
•월
 2회, 격주 화요일마다 '스마트 전단'을 통해 신기시장의 기존 고객 및 OK 캐쉬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세일 정보를 모바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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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직활동 경험 여부
제주도민 10명 중 2명 가까이 구직활동 경험 있으며,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인의 소개’를 통해 구직활동
		  지
 난 1년간(2014.9.1~2015.8.31) 제주도민의 16.2%는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2%p 하락함
- ‘제주시 동부‘(18.2%)의 구직활동 경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시 읍면부’(12.2%)는 가장 낮게     
나타남. 또한, ‘남성’ 대비 ‘여성’이 높고, ’20대~30대’/’대학교 졸업’의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도민(Base=791명)의 구직활동 산업 분야로는 ‘개인서비스 분야’(40.1%)가 가장 높으며,
‘음식점업 분야’(22.9%), ‘건설업 분야’(12.6), ‘도소매업 분야’(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
 직 경험 경로로는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46.0%)나 ‘부모, 친구 등 지인의 소개’(31.7%)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됨
		  도
 민 구직활동 경험률의 지속적 하락은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2015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의 ‘경제
활동 상태 및 참가율’ 참조) 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제주도 관광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비스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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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직활동 시 애로 사항
구직활동자 10명 중 4명은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
구직이 힘들다고 답함
		  구
 직활동 시 어려움으로는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39.5%)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21.4%), ‘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해서’(13.2%) 등이 그 뒤를 이음
- 권역별로 제주시는 서귀포시 대비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귀포시는
제주시 대비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 응답 비율이 높음   
- 성별로 여성은 남성 대비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은 여성
대비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 응답 비율이 높음

		  구
 직활동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수입’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성’(24.8%), ‘적성·흥미’(1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여
 성의 경우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 구직이 힘들다고 답한 비율(42.4%) 상대적으로 높아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등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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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역사회 내 고용기회
도민 10명 중 4명은 ‘타 지역 비해 제주도 내 구직 어려움’ 평가
		  도
 민의 44.3%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도 내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
일자리 구하기가 쉽다’는 평가는 14.4%로 나타남(5점 만점 평균 2.59점, “다소 부정” 수준)
-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20대~30대’에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왔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 ‘제주시’(46.8%)가 ‘서귀포시’(37.4%) 대비 부정적인 인식이 높음

		  전년 대비 ‘긍정’ 평가는 2.3%p 감소했으며, ‘부정’평가 또한 4.9%p 감소하였음(‘보통’ 평가 7.2%p 증가)
		  「2015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의 ‘구직활동 경로’ 지표를 비추어 볼 때 ‘공공 취업지원 기관’ 이용률이
7.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정보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고용기회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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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제활동 상태 및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68.4%로 전국 보다 5.5%p 높음
		  2
 014년 제주도 15세 이상 인구는 47만 8천명으로 2013년 대비 1만 6천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32만 7천명으로 2013년 대비 1만 7천명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 1천명으로 2013년 대비 1천명 감소했음

		  경
 제활동참가율(68.4%)은 전국평균 대비 5.5%p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 대비 1.3%p 증가하였음
- 제주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전
 년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1.3%p)과 전국 대비 평균 보다 높은 점(+5.5%p)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향후 청년층 및 장년층, 여성 인력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창업지원,
취업/재취업 정보 제공,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정책 등 지속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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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실업률
제주도 실업률 2.0%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
		  제
 주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한 2.0%로 나타났으며, 전국 기준 실업률은 0.4%p 증가한 3.5%로
나타나 제주도의 실업률이 전국 기준 실업률 대비 낮게 수준을 나타냄
- 성별로 전국 기준 실업률은 ‘여자’(3.5%) 대비 ‘남자’(3.6%)가 높지만 제주도 실업률은 ‘남자’(1.9%) 대비
‘여자’(2.2%)가 높음.   
- 연령대별로 ‘15~29세’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6.1%로 가장 높은 실업률로 나타남

		  정
 부의 일자리 정책, 경기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청년층이 노동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첫 일자리는 생애 노동시장의 방향설정, 업무능력 습득한다는 데서 매우 중요함 이에
청년층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산업체
위탁교육 확대, 직업훈련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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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직업훈련현황
직업훈련현황은 입소자 1,801명, 수료자 1,452명, 취업자 225명임   
		  제
 주도 직업훈련현황을 알아본 결과, 입소자는 1,801명, 수료자는 1,452명, 취업자는 225명으로 나타남
		  최근 3년 동안 입소자 및 수료자는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난 반면 취업자는 ’14년 들어 소폭 하락함
- 지역실업자 훈련은 469명이 입소하였고 356명이 수료하여 201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경우 1,332명이 입소하였고 1,096명이 수료하여 24명이 취합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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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직업훈련 희망 분야
‘개인 서비스 분야’ 직업훈련 가장 희망
		  직업훈련

필요성 인식층(Base=3,011)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훈련 분야는 ‘개인 서비스 분야’(26.6%)인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ICT/BT 분야’(17.3%), ‘농림어업 분야’(13.0%), ‘음식점업 분야’(12.8%)순으로 나타남
			 - ‘개인 서비스 분야’ 응답은 여성, 2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림어업 분야’는 남성,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5년 미만 거주자는 ‘음식점업 분야’ 5년~15년 미만은 ‘개인서비스 분야’, 15년 이상은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음식점업 분야’의 직업훈련 희망 비율은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분야’ 의 직업훈련 희망 비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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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개인창업 희망 분야
‘개인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가장 선호
		  창
 업 희망층(Base=2,448)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분야로는 ‘개인서비스 분야’가 2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식점업 분야’(23.6%), ‘도소매업 분야’(10.0%), ‘농림어업 분야’(9.9%) 순으로 나타남
			 - ’개인 서비스 분야’와 ‘음식점업 분야’의 응답은 여성에서 선호 비율이 높은 편임
-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 서비스 분야’, 학력이 낮을수록 ‘음식점업 분야’와 ‘농림어업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거주기간별로 ‘5년 미만 거주자’는 ‘음식점업 분야’, ‘개인서비스 분야’, ‘5년~15년 미만’은 ‘건설업 분야’, ‘15년
이상’은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개인서비스 분야’, ‘음식점업 분야’, ‘도소매업 분야’, ‘건설업 분야’는 전년 대비 창업 희망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 분야’는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개
 인창업은 도민 스스로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향후, 창업을 위한 전문 창업교육기관 확보, 창업 컨설팅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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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견해
도민의 44.4%는 여성 재취업 환경에 대해 ‘부정적 인식’
		  제
 주도민의 44.4%는 여성의 재취업 환경에 대해 ‘재취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5점 만점 평균 2.55점, ‘다소 부정’ 수준)
			 - 2014년 대비 여성의 재취업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비율은 4.5%p 감소하였음   
- 권역별로 ‘제주시 동지역’의 부정적 인식이 46.5%로 가장 높고 ‘제주시 읍면지역’(40.1%)은 가장 낮음   
- 성별로 ‘여성’(45.9)이 ‘남성’(42.9%) 보다 높은 부정적 인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40대’의 여성
재취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전
 년 대비 여성 재취업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0.8%p)이 증가하고 ‘부정적 인식’ 비율(-4.5%p)은
감소함(‘보통’ 비율 3.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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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여성 재취업 장애 요인
여성의 재취업 주요 장벽은 ‘맞춤형 일자리 부족’과 ‘가사/육아 부담’
		  여
 성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맞춤형 일자리 부족’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사/육아 부담’
(22.9%), ‘부모,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1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부족’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맞춤형 일자리 부족’은 여성, 20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졸업/’대학원 졸업’은 ‘맞춤형 일자리 부족’이 상대적으로 높고, ‘초등학교
졸업이하’/’중학교 졸업’은 ‘가사·육아 부담’, ‘부모, 자녀를 돌봐야 함’으로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모,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의 응답 비율은 2014년 대비 가장 큰 폭(+4.5%p)으로 증가함

		  O
 ECD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62.8%)에도
못미치는 57.0%에 불과함. 향후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재고 방안 마련,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기업의 참여와 배려, 도의 정책적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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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고용 형태
직업이 있는 제주도민 66.7% 그 중 정규직은 39.8%
		  제
 주도민의 66.7%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 0.7%p 낮게 나타남
			 - 권역별로 ‘서귀포시 읍면지역’(71.5%)이 가장 높고 ‘제주시 동부’(64.8%)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75.6%, 여성 57.8%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직업 있음’은 ‘30~50대’에서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직
 업이 있는 제주도민(Base=3,879명)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이 39.8%로 가장 높고 ‘단독자영업자’
26.0%,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규직’ 응답 비율은 ‘남성’, ’20대~30대’의 연령, ‘제주도 지역 출생’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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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직업만족도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3.23점으로 ‘보통’ 수준
		  직
 업이 있는 도민(Base=4,163명)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3.23점으로 ‘보통’ 수준임
			 - 소득별로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남성’, ’40대’, ‘고소득자’,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
 년 대비 ‘만족’ 비율과 ‘불만족’ 비율 모두 감소하였으며, ‘보통’비율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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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축산업 농가 수
전국 축산업 농가 수는 감소 추세이나 제주 축산업 농가 수는 증가
		  2
 014년 전국 축산업 농가 수는 57,885 가구로 2013년(62,797 가구) 대비 약 7.8%(4,912가구) 감소함
반면, 2014 제주 축산업 농가 수는 970 가구로, 2013년(929 가구) 대비 약 4.4%(41가구) 증가함
		  제주도의 축산업 농가 성장 추이는 2011년 이후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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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농림수산물 수출입현황
3년간 농산물 수출입 규모 최대, 수산물 수출규모 5천만불 대 유지
		  제
 주도의 2012년 대비 2013년 전체 수출 규모는 약 3백만불 적게 형성되었으며, 수입 규모는약 3백만불
적게 형성됨
			 -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은 2012년 대비 수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수산물의 경우 수출
규모가 약 500만불 감소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  

		  수
 산물의 수출입 규모는 12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수출 규모는 여전히 5천만불 대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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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도내 취업자 수
제주도내 취업자수는 전체 320,0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보임
		  제
 주도 내 취업자수는 남자 175,000명, 여자 145,000명으로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함
			 - 남자는 175,000명으로 2013년 (167,000명) 대비 8,000명 증가함   
- 남자(175,000명)는 여자(145,000명)보다 30,000명 높게 나타나며, 성별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3장 부문별 사회조사 결과 분석

4-16.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구직 활동

제주도민 10명 중 2명 가까이 구직 활동 경험

		 ◦ 제
 주도민 10명 중 1명 이상은 2015년에 구직활동 경험이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인 소개’를 통해
구직활동을 진행함
- 구직활동 경험 비율은 전년대비 2.2%p 낮아졌으며, 주요 구직 경로는 전년도와 유사함   
- 구직활동 경험률의 하락은 제주도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주된 원인이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구직시 어려움

‘희망직종과 고용조건’, ‘임금 수준’이 맞지 않아 어려움 호소

		 ◦ 구
 직활동 시 어려움으로는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39.5%)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2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바 여성에게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등 여성 인력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구직 용이성

제주도 내 구직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쉽지 않다는 의견 많음

		 ◦ 제
 주도민 10명 중 4명은 ‘제주도 내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타 지역에 비해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20대–30대’가 고연령 대비 타지역에 비해 구직활동이 쉽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고학력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68.4%로 전국 보다 5.5%p 높음

		 ◦ 경
 제활동 참가율은 68.4%로 전국 보다 5.5%p 높은 수준이며, 2013년 대비 경제활동인구가 약 1만 7천명
증가함
- 제주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실업률

제주도 실업률 2012년 이후 증가세이나, 전국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

		 ◦ 제
 주도 실업률은 2.0%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6% → 1.8% → 2.0%)하고 있으나, 전국 실업률
(3.5%) 대비로는 1.5%p 낮은 수준임
- 남자의 실업률은 소폭 감소(2.0% → 1.9%)하였으나, 여자의 실업률은 증가(1.7%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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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직업훈련 희망 분야

개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제
 주도민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훈련 희망 분야는 ‘개인 서비스 분야’(26.6%)임
- 특히, 여자(32.6%)와 30대(30.3%)가 ‘개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개인창업 희망 분야

개인창업 희망 분야는 ‘개인 서비스 분야’, ‘음식점업 분야‘, ‘농림어업 분야‘ 순

		 ◦ 희
 망하는 개인창업 분야로는 ‘음식점업 분야’(24.6%), ‘개인 서비스 분야’(23.8%), ‘농림어업 분야’
(13.2%), ‘도소매업 분야’(9.5%) 등 순임
- ‘음식점업 분야’, ‘농림어업 분야’, ‘도소매업 분야’, ‘건설업 분야’는 전년 대비 창업 희망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분야’는 2012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임

여성 재취업

여성 재취업 환경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

		 ◦ 제
 주도민의 42.0%는 여성 재취업 환경에 대해 ‘부정적 인식’ 보유
- 제주도민의 42.0%는 여성의 재취업 환경에 대해 ‘재취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함
- 재취업 환경에 대한 ‘부정인식’은 제주시 동부지역과 서귀포시 읍면부 지역, 여성, 2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재취업 저해 요인

여성의 재취업 주요 장벽은 ‘맞춤형 일자리 부족’과 ‘가사/육아 부담’

		 ◦ 여
 성의 재취업을 어렵게하는 원인은 ‘맞춤형 일자리 부족’과 ‘가사/육아 부담’이 가장 큼
- 여성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맞춤형 일자리 부족’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사/육아 부담’
(22.0%), ‘부모,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19.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대비 낮은 수준으로 향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참여와 배려, 도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형태

직업이 있는 제주도민 66.6%, 그 중 정규직은 33.2%

		 ◦ 제
 주도민은 66.6%는 직업이 있으며, 그 중 정규직 비율은 33.2%로 나타남
- 권역별로 ‘제주시 동지역’(70.0%)이 가장 높고 ‘제주시 읍면지역’(62.8%)는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76.3%, 여성 57.0%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직업 있음’은 ‘30 ~50대’에서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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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제
 주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에 68.4%로 나타나 전국평균 62.9%에 비하여 5.5%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임

		  한
 편 15 ~29세 연령층과 여성의 실업률이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긴 하나, 2011년 이후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청년층과 여성의 취업 문제에 대한 관심도 요구됨

		  경
 제활동인구의 증가라는 양적 측면과는 달리, 고용의 질적 측면(정규직 비율, 임금수준, 근무여건 등)에서는
고용의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관광산업 등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인해 소득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관광
산업이 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요구됨

		  1 0명 중 4명(44.3%)의 도민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도 내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구직활동 경로’에서도 ‘공공 취업지원 기관’ 이용률(5.7%)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구직자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노력도 요구됨

정책적 제언
		  제
 주도의 주된 산업인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으며, 정규직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제
 주도의 관광산업은 중국자본의 관광개발 투자로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고용창출효과도발생하고 있으나,
관광산업의 특성상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도민들이 기대하는 고용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점도 존재

		  관
 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의 양적·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고용의 질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투자진흥지구제도 등 투자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는 것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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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16. 요약 및 정책제언
<고용영향평가 개요>
• 평가 주체 : 노동부장관(고용영향평가센터를 지정·운영)
• 평가 대상
  - 경제·산업·복지·교육정책, 지역일자리 정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요청하는 정책 또는 사업  
  -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정책 또는 사업

		  제
 주지역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과제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임을 감안
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이 강하게 요구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은 정규직과의 임금 및 처우 수준 차이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형태, 복지
혜택 차이, 비성숙한 사내 문화 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결정 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도 필요

<네덜란드‘파트타임 근로자 차별금지법’(외교부, 알기쉬운 유럽 노동법 해설)>
•1
 996년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WOA)이 시행되었는데 동 법의 골자는 파트타임과
상용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보너스, 부가급여, 훈련, 휴가 등과 관련하여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며, 이를 통하여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이나 기타 급여의 차등이
있으나 이외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얻게 됨
•네
 덜란드의 파트타임은 일과 삶의 양립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들도 선호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라고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농림어업 및 관광 산업 위주의 제주지역 산업구조 특성 상, 단기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지원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산업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고정비용 부담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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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요약 및 정책제언
		  한
 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고 정규직 전환의 기회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직업훈련 관련 제도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노·사·정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 훈련 시간의 확보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실분을 훈련수당이나 임금보조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카드(약칭: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
 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기
 존 종이로 발급된 형태에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하여 해당 카드로 수강할 훈련
과정의 본인부담금을 결제/출결을 관리하는 제도도
• 2014년 4월 15일(화)부터 시행

		  제
 주지역의 비정규직 종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연령별, 직종별 등 요인을 고려한 실태조사 실시

		  한
 정된 일자리 속에서 단순 취업만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외에도 창업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스마트관광 앱 개발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창업 기회 제공
및 각종 지원 노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
 업이 원하는 사람과 취업하려는 사람의 눈높이 차이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조건과 구직자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도 점검 필요)

<호주 빅토리아주 :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한 ‘다시 일자리로!’ 정책 시행>
•빅
 토리아주 실업률은 지난 2010년 4.9%에서 2014년 6.8%로 증가하는 등 실업률이 일자리 창출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주정부는 당장의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
해 중장기 전략인 ‘다시 일자리로!’ 프로젝트를 수립
•사
 업분야로 ① 의료기기 및 약품, ② 대체에너지 기술, ③ 식품 및 의류, ④ 교통 및 건설 기술, ⑤ 국제
교육(유학 산업), ⑥ 전문직 서비스 등을 선정
• ‘다시 일자리로’ 정책을 입법하여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작업복·교통비·작업도구 등 신규 고용창출로 수반되는 비용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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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학급당 학생수
초, 중, 고 학급당 학생수 지속적으로 감소

		  2
 014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1명, 중학교 31.9명, 고등학교 33.3명으로 2013년 대비 각각 0.7명,
0.9명, 1.1명 감소함
			 -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35.0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율고(32.7명), 특성화고
(28.5명), 특수목적고(22.9명) 순임   
- 고등학교 전체 학급당 학생수는 2013년 대비 감소한 반면, 특수목적고의 학급당 학생수(22.9명)는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일
 반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제주도의 교육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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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2. 교원 분포 현황
제주 교원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교
 원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7,369명의 교원이 있으며, 그 중 제주시에 약 73.2%
(5,396명), 서귀포시에 약 26.8%(1,973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학교에서 교원이 2013년 대비 증가한 반면, 특성화고(국/공립)와 특목고(국/공립)의 교원수는 각각
35명, 4명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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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3. 교원 1인당 학생수
초, 중 교원 1인당 학생수 지속적으로 감소
		  2
 014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15.9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2013년 대비 각각
0.4명, 0.5명, 0.4명 감소함
			 -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16.9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고, 특수목적고가 8.3명으로 가장
적음
- 2013년 대비 일반고는 0.6명 감소한 반면, 특수목적고는 0.7명 증가함

		  교
 원 1인당 학생수는 학교 교육의 질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교육여건을 판단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며, 수치가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2
 013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 비추어 볼 때 전국 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31.7명, 고등학교 31.9명 (2013년 전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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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내 대학이 갖추어야 할 역량
도내 대학들이 ‘취업지원’ 역량 갖추길 희망
		  도
 내 대학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취업지원(지역특성화기업 연계)’을 꼽은 비율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어학연수, 학생 복지 증진)’(36.8%), ‘장학금 제도 등 재정확립’
(33.3%) 순임(1+2순위 기준)
			 - ‘취업지원’은 20대와 30대에서,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은 30대에서, ‘장학금 제도 등 재정확립’은 10대에
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014 취업통계(한국교육개발원)에 비추어 볼 때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전국 평균은 54.8%인 반면, 제주도의
대학졸업자 취업률 평균은 50.9%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도내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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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단계가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비율이 낮아지는 경향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비율은 ‘초등학교’가 3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교’(27.3%), ‘고등학교’(21.3%),
‘대학교’(16.8%) 순임
			 - 교육단계가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014 사회조사(통계청)에 비추어 볼 때 중•고•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46.7%) 및 교육내용 만족도
(47.7%)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교육과정 품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특
 히, 대학졸업자들의 취업 전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가시적으로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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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육과정 만족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 만족도 3.35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
교육과정 중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5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39.4%, 불만족
비율은 10.2%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제주시 읍면부’(3.48점) 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제주시 동부’(3.29점) 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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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육과정 만족도 (중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만족도 3.13점으로 ‘보통’ 수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3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27.3%, 불만족 비율은
15.2%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만족도가 3.30점으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32점)의 만족도가 타 연령층 대비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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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육과정 만족도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만족도 2.99점으로 ‘보통’ 수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21.3%, 불만족
비율은 21.0%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만족도가 3.16점으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2.81점)의 만족도가 타 연령층 대비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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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육과정 만족도 (대학교)
대학교 교육과정(2.82점) 만족도 ‘보통’ 수준,
교육과정 중 가장 낮음
		  ‘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16.8%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불만 비율은 28.7%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함
			 - 권역별로는 ‘서귀포시 읍면부’ 지역의 만족도가 2.73점으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대학졸업 직후 세대인 ‘30대’(2.60점)의 만족도가 타 연령층 대비 낮게 나타남

		  학
 교급별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대학교 교육과정 만족도는 대학졸업자들의 취업 전망과 맞물리게
되는 만큼, 취업전망과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가시적으로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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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교육 환경 만족도
공교육 접근성에 대한 만족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수준 및 질에 대한 만족비율이 가장 낮음
		  공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비율은 ‘접근성’이 2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 비용’(26.3%), ‘교육의 수준
및 질’(23.0%) 순임
		  공
 교육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동시에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정도는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제
 주도 일반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긴 하나, 공교육 수준과 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비율이 낮은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needs)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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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교육 환경 만족도(비용)
‘공교육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3.08점으로 ‘보통’ 수준
		  ‘공교육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8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며, 만족 비율은 26.3%, 불만족
비율은 19.7%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제주시 동부’ 지역의 만족도가 2.97점으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2.97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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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교육 환경 만족도(수준 및 질)
‘공교육 수준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3.01점으로 ‘보통’ 수준
		  ‘(교육시설, 교사 등) 공교육 수준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1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23.0%, 불만족 비율은 22.2%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제주시 동부’(2.93점) 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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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교육 환경 만족도(접근성)
‘공교육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3.15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공교육 환경 평가 요소 중 만족도 가장 높음
		  ‘공교육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5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29.5%, 불만족
비율은 18.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하락, 1.8%p 상승함
			 - 권역별로는 ‘서귀포시 읍면부’ 지역이 3.01점으로 타 권역 대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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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 평균 52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9천원으로 전년(57.7만원) 대비 감소했으며,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 9천원으로 가장 높음
			 - 권역별로는 ‘제주시 동부’ 지역이 55만 3천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시 읍면부’ 지역이 41만 6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제주시 동부’지역에서,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사
 교육비는 국민의 삶의 질, 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교육 본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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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교육 환경 만족도
사교육 접근성에 대한 만족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비용에 대한 만족비율이 가장 낮음
		  사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비율은 ‘접근성’이 1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준 및 질’(12.0%), ‘비용’
(7.6%) 순임
		  사
 교육은 공교육의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사
 교육 비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비율이 낮은 만큼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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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교육 환경 만족도(비용)
‘사교육 비용’(2.50점) 만족도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소 불만’ 수준
		  ‘사교육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2.50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다소 불만’ 수준에 해당됨
		  전
 년의 불만족 비율(52.1%)보다 5.5%p 하락한 46.6%가 불만족하였으며, 만족 비율은 전년 대비
1.7%p 상승한 7.6%가 만족함
			 - 권역별로는 ‘제주시 동부’ 지역이 2.42점으로 타 권역 대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사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면 계층 간 교육격차가 완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며, 공교육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사교육비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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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교육 환경 만족도(수준 및 질)
‘사교육 수준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2.73점으로 ‘보통’ 수준
		  ‘(교육시설, 강사 등) 사교육 수준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3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12.0%, 불만족 비율은 33.8%로 전년 대비 각각 0.7%p 상승, 4.3%p 하락함
			 - 권역별로는 ‘서귀포시 읍면부’ 지역이 2.57점으로 타 권역 대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2.66점)와 ’30대’(2.67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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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교육 환경 만족도(접근성)
‘사교육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2.85점으로 ‘보통’ 수준
사교육 환경 평가 중 가장 높은 요소는 ‘접근성’
		  ‘사교육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5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19.3%, 불만족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각각 2.1%p 상승, 4.1%p 하락함
			 - 권역별로는 ‘서귀포시 읍면부’ 지역이 2.52점으로 타 권역 대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2.72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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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학교 등록금
제주도 내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5,082,690원으로 작년과 유사
		  제주도의 평균 등록금은 5,082,690원으로 작년 평균 등록금(5,085,630원)에서 소폭 하락
			 -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등록금이 약 10만원 정도 하락한 반면, 2014년과 2015년은 큰 차이가 없음
		  전국 대학교 평균 등록금(6,318,420원)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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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도민의 15%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가장 많이 참여
		  지난 1년간(2014.10.1~2015.9.30)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은 14.7%로 나타남
			 - 남성(11.8%)보다 여성(17.7%)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18.8%)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평
 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층(Base=812명)은 주로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61.3%)을 통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민간 평생교육시설’(31.5%), ‘원격 평생교육시설’(14.9%)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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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평생교육 프로그램 애로사항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없고’,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경험층(Base=4,973)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43.4%),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몰라서’(42.2%) 순임(1+2순위 기준)
			 - 10대, 40대, 50대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타 연령층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귀포시 읍면부’ 지역에서 ‘교육장소가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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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학급당 학생수

초, 중, 고 학급당 학생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
 014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1명, 중학교 31.9명, 고등학교 33.3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의 교육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교원1인당 학생수

초, 중, 고 교원 1인당 학생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
 012년 이후 초, 중, 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교육여건이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대학 역량

도민들은 도내 대학들이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길 희망함

		 ◦ 도
 내 대학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취업지원(지역특성화기업 연계)’을 꼽은 비율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는 제주도의 대졸자 취업률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단계가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

		 ◦ 교
 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임 교육단계가
올라갈 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진학 및 취업에 대한 관심과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것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되며, 대학교 교육과정 만족도는 대학졸업자들의 취업 전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가시적으로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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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공교육 환경

공교육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공교육 수준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음

		 ◦ 공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접근성이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용, 수준 및 질 순임 공교육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동시에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needs)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사교육 환경

사교육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사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접근성이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준 및 질, 비용 순임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하면 계층 간 교육격차가 완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며, 공교육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도민은 14.7%이며,
주로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참여

		 ◦ 지
 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은 14.7%이며, 주로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61.3%)을 통해 경험한
것으로 분석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없고’(65.7%),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43.4%)인 것으로 응답되었으므로 도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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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제
 주도민들 가운데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참여 경험은 14.7%, 경험 없음이 85.3%로 전년도
(2014년 참여 경험: 15.8%)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서도 ‘시간이
없어서’(65.7%),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43.4%),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몰라서’
(42.2%) 등으로 나타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
 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운영 및 지원되어 민간 부문의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임

		  초
 , 중, 고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학생들의 개별·맞춤형 학습화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감소가 지속화 되어 장기화 될 경우 지역·학교별 학생 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촌지역의 폐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도
 내 대학이 갖춰야할 역량으로 ‘지역특성화 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70.5%)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대졸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요구됨
- 이는 단순히 대졸자 취업문제의 의미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 가구소비, 사회적 문제와도 직결
된다는 점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요구됨

		  공
 교육의 경우, 비용, 수준(질), 접근성 등 모든 항목의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공교육 과정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이 요구됨
- 반면 사교육의 경우, 접근성 항목(보통 수준)을 제외하고 비용, 수준(질)은 불만족 수준

정책적 제언
		  평
 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확대’를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

		  제
 주지역의 권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수요와 필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실현
- 특히, 평생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농업부문의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
- 교육취약계층 지원, 경력단절 극복,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연계, 농어촌 여성 및 독거노인 대상 맞춤형
교육, 주민들의 자발적인 학습 기회 제공 등 교육수요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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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도
 내 평생교육 기반 구축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생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2012. 12. 12 개원)의 독립법인화 추진계획 차질없는 진행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도민의 평생교육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립적,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축

		  도
 내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 맞는 컨텐츠 확보 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약과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구축도 검토

<미국 뉴욕, 평생교육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YouCanToo’ 운영>
•뉴
 욕시는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경력개발을 위해 추가적으로 학업이나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인 ‘YouCanToo’를 운영
• ‘YouCanToo’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되
어 있는 동영상을 통해 자신과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 받았던 사람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아
 울러 ‘YouCanToo’ 교육을 마쳤거나 교육중인 참가자들은 다른 교육 희망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
신의 경험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함
•취
 업을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연계해 적은 비용으로 직업교육
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도
 내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타 대학 벤치마킹(benchmarking)과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

		  학
 업위주로 공교육 및 사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초, 중, 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 및 학업
스트레스 등을 진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책 개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6-1 음주 여부
6-1 음주 여부 및 음주 빈도
6-1 절주나 금주를 하기 어려운 이유
6-2 흡연 여부
6-2 흡연 여부 및 흡연 빈도
6-2 금연을 하기 어려운 이유
6-3 전반적인 건강 상태
6-4 비만율
6-5 질환여부 및 질환종류
6-6 의료기관 유형별 기관수/인구 10만명당 기관수 비교
6-7 의료기관별 병상 수/인구 10만명당 병상수 비교
6-8 의료기관 의료인력 현황/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수 비교
6-9 의료기관 이용 횟수
6-10 도외 의료기관 방문 이유
6-11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종합병원)
6-11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병(의)원)
6-11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보건소)
6-11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약국/한약국)
6-12 도내 의료기관 서비스의 발전 및 개선사항
6-13 운동 여부 및 횟수, 주로 하는 운동
6-14 운동으로 인한 월 평균 지출비용
6-15 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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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음주 여부
음주율 64.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
		  2
 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도민 10명 중 6명 정도(64.6%)는 1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주율은 2013년(61.2%) 대비 3.4%p 증가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권역별로 ‘제주시 동부’지역의 음주율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귀포시 동부’(63.5%),     
‘제주시 읍면’(61.9%), ‘서귀포시 읍면’(59.1%)지역 순임   
- 2013년 대비 제주도 내 모든 지역의 음주율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모든 지역의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한
 국사회는 음주에 대해 문화적으로 매우 관용적이고, 제주도는 특히 관광산업 특성상 타 시도 대비
음주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도내 문화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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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음주 여부 및 음주 빈도
가장 높은 음주 빈도는 ‘월 2~3회’
비음주층은 28.6%, 금주층은 13.0%
		  평소

음주 빈도에 대해 ‘월 2~3회’가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 1회 이상’(15.8%), ‘주
1~2회’(14.7%) 순으로 나타남
			 - ‘전혀 마셔본 적이 없음’으로 응답한 비음주층은 28.6%로 나타났으며,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음’으로 응답한 금주층은 13.0%로 나타남
- 남성은 ‘주 1~2회’와 ‘월 2~3회’에서, 여성은 ‘월 1회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 40대(4.8%)와 50대(5.9%)에서 ‘거의 매일’ 음주를 한다는 응답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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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절주나 금주를 하기 어려운 이유
절주나 금주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회생활’, ‘절주•금주 생각없음’
		  ‘주
 1~2회’ 이상 음주층(Base=1,385)이 절주나 금주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해서’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절주•금주를 생각한 적이 없음’(28.6%), ‘스트레스 때문에’(25.2%)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에서는 ‘절주•금주를
생각한 적이 없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절주•금주를

생각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28.6%로 높게 나타나,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음은 건강에 해를 준다’는 도내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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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흡연 여부
흡연율 24.7%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음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도민 4명 중 1명(24.7%)은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남
			 - 흡연율은 2013년(26.0%) 대비 1.3%p 감소했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임   
- 권 역별로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흡연율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주시 읍면’     
(27.0%), ‘서귀포시 읍면’(26.3%), ‘제주시 동부’(23.1%)지역 순임   
- 2013년 대비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제외한 제주도 내 모든 지역의 흡연율이 소폭 감소함

		  과거에는

흡연이 단지 개인적인 기호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해롭게 만드는 주요 건강위해요인으로 규정되고 있음. 따라서 흡연자 자신과 주변사람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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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흡연 여부 및 흡연 빈도
가장 높은 흡연 빈도는 ‘하루 10~20개피 미만’
비흡연층은 61.5%, 금연층은 16.8%
		  평소 흡연 빈도에 대해 ‘하루 10~20개피 미만’이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루 1~10개피
미만’(7.6%), ‘하루 20~30개피 미만’(3.5%) 순으로 나타남
			 - ‘전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음’으로 응답한 비흡연층은 61.5%로 나타났으며,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으로 응답한 금연층은 16.8%로 나타남   
- 남성은 ‘하루 10~20개피 미만’에서, 여성은 ‘하루 1~10개피 미만’에서 높게 나타남   
- 40대와 50대에서 ‘하루 20개피 이상’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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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금연을 하기 어려운 이유
금연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스트레스’, ‘흡연습관’
		  ‘하루

20개피’ 이상 흡연층(Base=285)이 금연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31.3%), ‘금연을 생각한 적이 없음’(11.1%) 순으로
나타남
			 - ‘3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금연을 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
되므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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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반적인 건강 상태
주관적인 건강 인식 3.35점으로 ‘다소 긍정’ 수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3.35점으로 ‘다소 긍정’ 수준이며, 긍정 비율은 46.6%, 부정
비율은 16.8%로 전년 대비 긍정 비율은 6.4%p 상승, 부정 비율은 1.0%p 하락함
			 - 10명 중 4명 이상(46.6%)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16.8%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함   
-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3.27점) 보다 남성 (3.44점)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남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전년 대비 증가(6.4%p)하고, ‘나쁘다’는 인식보다는 ‘좋다’는 인식이 3배 가까이
높다는 점에서 제주도민의 건강인식은 긍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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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만율
도민 10명 중 3명 경도비만 이상
강원, 충북, 인천 등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25 이상(경도비만)인 도민은 28.3%이며, 전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비만율은 2013년(28.3%)과 동일한 수준임   
- 권역별로는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비만율이 3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귀포시 동부’
(30.7%), ‘제주시 읍면’(29.6%), ‘제주시 동부’(27.3%)지역 순임   
-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경우 2013년 대비 비만율이 3.8%p 증가함   
- ‘서귀포시 동부/읍면’지역과 ‘제주시 읍면’지역의 비만율은 2013년 대비 증가한 반면, ‘제주시 동부’지역의
경우 비만율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 고유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과 연계된 결과로 분석되며, 육식을 줄이는 식습관 개선과
함께 평소 운동량을 늘리는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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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질환여부 및 질환종류
도민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 내 질환 앓은 경험 있음
가장 많이 발생한 질환은 ‘고혈압’
		  도민 10명 중 3명(34.6%)은 지난 1년 동안(2014.10.1~2015.9.30)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질환 발생률은 여성(37.9%)과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질환

경험층(Base=2,417)이 겪은 질환 종류로는 고혈압이 3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요통/좌골 신경통’
(18.2%), ‘치과질환’(17.9%), ‘당뇨병’(13.7%), ‘류마티스 관절염’(10.3%) 순임
			 - 60세 이상의 경우 10명 중 4명 이상(47.9%)이 고혈압 환자인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과도 연계하여 볼 수 있으며, 도민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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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의료기관 유형별 기관수/인구 10만명당 기관수 비교
인구 10만명 당 종합병원 수는 1.1개, 2013년 대비 소폭 감소
		  2014년

제주도 전체 의료기관 수는 697개로 2013년 대비 6개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는
112.1개로 2013년 대비 2.2개 감소함
			 - 서귀포시는 91.3개로 제주시(119.6개)의 약 76% 수준임
		  인구 10만명당 종합병원 수는 1.1개로 2013년 대비 0.1개 감소함
			 - 서귀포시는 0.6개로 제주시(1.3개)의 절반 정도의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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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의료기관별 병상수 / 인구 10만명당 병상수 비교
인구 10만명당 종합병원 병상수 380.2개, 2013년 대비 감소
		  2014년 인구 10만명당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는 757.0개이며, 2013년 대비 36.4개 증가함
			 - 인구 10만명당 병상수는 서귀포시가 344.9개로 제주시(903.7개)의 약 38% 수준임
		  인구 10만명당 종합병원 병상수는 380.2개이며, 2013년 대비 21.7개 감소함
			 - 인구 10만명당 종합병원 병상수는 서귀포시가 140.9개로 제주시(465.4개)의 약 30%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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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의료기관 의료인력 현황 /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수 비교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168.0명, 2013년 대비 소폭 증가
		  2014년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 수는 1,124.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3%(31.3명↑) 증가함
			 - 10만명당 의료인력 수는 서귀포시가 628.6명으로 제주시(1,300.4명)의 절반 정도 수준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168.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1.0%의 소폭으로 증가함
			 - 10만명당 의사수는 서귀포시가 72.3명으로 제주시(202.0명)의 약 36% 수준임준임
		  의사수는

의료복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구당 의사수가 많을수록 의료복지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의료복지 편차가 크게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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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의료기관 이용 횟수
도민 10명 중 8명 지난 1년간 도내/외 의료기관 이용
도외 의료기관 연평균 이용 횟수 3.6회
		  지난 1년간(2014.10.1~2015.9.30) 도내/외 의료기관 이용률은 79.0%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서귀포시 소재’ 의료기관이 연평균 12.2회, ‘제주시 소재’ 의료기관이 연평균 10.2회로 나타남
		  ‘도외 의료기관’은 연평균 3.6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50대’는 ‘도외 의료기관’을 연평균 5.4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도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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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도외 의료기간 방문 이유
도외 의료기관 이용 주 이유로 ‘좋은 의료시설’과 ‘병원 추천‘ 꼽음
		  도외

의료기관 이용경험층(Base=313)의 도외 의료기관 이용 이유로는 ‘의료시설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른 지역 병원을 추천 받아서’(22.6%), ‘도내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어려워서’
(19.6%) 순임
			 - 5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지역 병원을 추천받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시설 개선과 홍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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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종합병원)
종합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3.15점으로 ‘보통’ 수준
주요 불만족 이유로 ‘긴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에 대한 지적이 높음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5점으로 ‘보통’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31.9%, 불만 비율은
19.3%임
			 - 권역별로는 ‘제주시 동부’(3.00점) 지역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38점)의 만족도가 타 연령층 대비 높은 반면, ’30대’(2.92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종합병원

서비스 불만족층(Base=3,307)은 ‘긴 대기 시간’(42.8%)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필요
이상의 진료/검사’(11.9%), ‘의료비(약값 등 포함)가 높다’(11.5%), ‘치료결과 미흡’(9.8%)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
			 - ‘긴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은 ‘서귀포시 읍면’(49.5%), ’30대’(44.5%)에서, ‘필요이상의 진료/검사’에
대한 불만은 ’50대’(1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의료비가 높다’에 대한 불만은 ’40대’(13.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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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병(의)원)
병(의)원 만족도는 3.30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
‘미흡한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 의견이 가장 높음
		  병(의)원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0점으로 ‘다소 만족’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35.1%, 불만 비율은
9.7%인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제주시 동부’(3.21점) 지역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7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30대’(3.11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병(의)원

서비스 불만족층(Base=3,384)은 ‘치료결과 미흡’(33.3%)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긴
대기시간’(16.2%), ‘진료 불성실’ 및 ‘의료시설 낙후/미비’(각각 10.6%)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치료결과 미흡’에 대한 불만은 ‘제주시 읍면부’(36.7%), ’60세 이상’(37.3%)에서, ‘긴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은
‘20대’(18.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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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보건소)
보건소 만족도 3.38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
‘전문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보건소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8점으로 ‘다소 만족’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37.2%, 불만 비율은
7.4%임
			 - 권역별로는 ‘제주시 동부’(3.21점) 지역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3.22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보건소 서비스 불만족층(Base=2,727)은 ‘전문의료인력 부족’(36.5%)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치료결과 미흡’(20.3%), ‘의료시설 낙후/미비’(18.5%)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전문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은 ‘서귀포시 읍면’(43.2%), ‘50대’(41.4%)에서, ‘의료시설 낙후/미비’에 대한
불만은 ‘서귀포시 동부’(2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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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약국/한약국)
약국/한약국 만족도 3.48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높은 의료비(약값 등 포함)’를 지적함  
		  약국/한약국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8점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이며, 만족 비율은 43.8%, 불만
비율은 4.8%임
			 -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각각 3.40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약국/한약국

서비스 불만족층(Base=3,017)은 주로 ‘의료비(약값 등 포함)가 높다’(52.8%)와 ‘불친절하다’
(16.8%)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남
			 - ‘의료비(약값 등 포함)가 높다’에 대한 불만은 ‘제주시 동부’(55.0%), ‘10대’(55.9%)에서, ‘불친절하다’에 대한
불만은 ‘서귀포시 동부’(2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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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도내 의료기관 서비스의 발전 및 개선사항
의료서비스 발전 위해 '동네 의원의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필요
		  도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1+2순위 기준)으로 ‘동네 의원의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병원 응급실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52.5%),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42.1%) 순임
			 - ‘동네 의원의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응답은 ‘동부’보다는 ‘읍면’지역에서, ‘병원 응급실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응답은 ‘읍면’보다는 ‘동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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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운동 여부 및 횟수, 주로 하는 운동
도민 10명 중 6명은 평소 운동을 하며, 주로 하는 운동은 '걷기'
		  평소 운동을 하는 도민은 62.0%로 전년 대비 2.8%p 증가함
		  운동을

하는 도민들이(Base=3,449) 주로 하는 운동은 ‘걷기’가 6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헬스,
에어로빅’(5.3%), ‘축구’(4.1%) 순임
			 - 여성(77.8%)과 연령이 높을수록 ‘걷기’ 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도민들의

비만율 감소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걷기, 등산 등 지출이 적게 발생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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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운동으로 인한 월 평균 지출비용
운동 위한 비용 지출 인구 및 지출 금액 소폭 감소
		  운동을 하는 도민(Base=3,449) 중 운동으로 인한 지출이 있는 도민은 23.2%로 전년 대비 3.8%p 감소함
		  운동으로

인한 월 평균 지출액은 11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제주시 읍면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4만 4천원 증가함
			 - 권역별로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13만 7천원으로 지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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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음주여부

음주율 64.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

		 ◦ 도
 민 10명 중 6명 정도(64.6%)는 1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주나 금주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회생활’, ‘절주·금주 생각없음’인 것으로 분석됨.
		 ◦ 제
 주도는 관광산업 특성상 타 시도 대비 음주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도내
문화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흡연여부

흡연율 24.7%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은 수준

		 ◦ 도
 민 4명 중 1명(24.7%)은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스트레스’와 ‘흡연
습관’인 것으로 분석됨.
		 ◦ 금
 연을 결심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건강상태

주관적인 건강 인식은 3.35점으로 ‘다소 긍정’ 수준

		 ◦ 주
 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전년 대비 증가(6.4%p)하고, ‘나쁘다’(16.8%)는 인식보다는 ‘좋다’(46.6%)는 인식이
3배 가까이 높다는 점에서 제주도민의 건강인식은 긍적적인 인식이 지배적임

비만율

도민 10명 중 3명 경도비만 이상, 강원과 더불어 전국에서 높은 수준

		 ◦ 경
 도비만인 도민은 28.3%이며, 전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이
 러한 결과는 제주도 고유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과 연계된 결과로 분석되며, 육식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습관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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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질환

도민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 내 질환 앓은 경험 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질환은 ‘고혈압’

		 ◦ 도
 민 10명 중 3명(34.6%)은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질환은 ‘고혈압’
(34.5%)인 것으로 조사됨.
		 ◦이
 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과도 연계하여 볼 수 있으며, 도민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의료인력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168.0명으로 2013년 대비 소폭 증가

		 ◦ 인
 구 10만명당 의사수는 168.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1.0%의 소폭으로 증가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의료복지 편차가 크게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의료기관 이용

도민 10명 중 8명은 지난 1년간 도내/외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도외 의료기관 연평균 이용 횟수는 3.6회

		 ◦ 지
 난 1년간 도내/외 의료기관 이용률은 79.0%로 나타났으며, ‘도외 의료기관’은 연평균 3.6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도
 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주된 이유는 ‘좋은 의료시설’과 ‘병원 추천‘으로 조사되어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시설
개선과 홍보노력이 필요함

의료기관 만족도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약국/한약국이 가장 높고, 종합병원이 가장 낮음

		 ◦ 의
 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약국/한약국(3.48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건소(3.38점), 병/의원(3.30점),
종합병원(3.15점) 순으로 나타남
- 종합병원 불만족 이유 : 긴 대기시간 > 필요이상의 진료/검사   
- 병/의원 불만족 이유 : 미흡한 치료결과 > 긴 대기시간   
- 보건소 불만족 이유 : 부족한 전문인력 > 치료결과 미흡
- 약국/한약국 불만족 이유 : 높은 의료비 >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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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동네 의원의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필요

		 ◦ 도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네 의원의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5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병원 응급실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52.5%),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42.1%) 순임

운동

도민 10명 중 6명은 평소 운동을 하며, 주로 하는 운동은 ‘걷기’

		 ◦ 평
 소 운동을 하는 도민은 62.0%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도민들의 비만율 감소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걷기, 등산 등 지출이 적게 발생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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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 및 체육

6-15.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제
 주도는 관광산업 특성상 타지역 대비 음주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전국 1위), 흡연율 역시
전국 4위로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음주율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도내 문화확산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
한 노력이 필요함

		  제
 주도 고유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으로 인해 경도비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전년 대비 운동하는 제주도민의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경향을 보여 도민의 비만율 감소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운동권장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도
 내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의료시설 개선 및
인력,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정책적 제언
		  도
 내 음주율과 경도비만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절주 및 비만개선을 위한 전 도민 참여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하며 건강 허브기관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생활건강
프로젝트 운영 필요
- 음주를 하는 본인이 음주 고위험자로 인식하게 하여 절주의 필요성 및 행동개선 변화
- 행정기관에서는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절주교육 및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한 홍보 실시
- 도의 비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은 부족한 실정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도
 외 진료를 도내 진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권역별 거점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서울/경기권 의 우수 의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도
 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 체육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 시 공공기관의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
 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역할 확대와 시설확충 노력이 필요하고,
도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제주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도내 거점별 대학(종합)병원
설립 활성화, 우수한 민간의료기관의 도내 설립 유지를 위한 지원청책 마련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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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 사례>
• WHO 홈페이지에 집중 조명될 정도로 세계적인 주민 건강 서비스
•강
 동구 내 보건소와 분소가 있는 2개 동을 제외, 16개 동 모두에 설치돼 30세 이상 6만1887명
(21.7%)의 주민이 등록해 건강 관리를 받고 있음

<‘시민 다이어트 액션플랜’ 가동 사례>
•베
 이징市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체육국은 시민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고 비만과 과체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광창청계획 도시 다이어트 행동(15~20년)’ 공동 발표
•웨
 이신(스마트폰 앱) 구독(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 맺기’와 유사)을 통한 건강 지식 제공, 체육운동
및 의료·위생 전문가 지원집단 조직, 다이어트 전문지도사 양성, 상호 교류활동 조직, 시민다이어트
비교·평가 활동 전개
•5
 년간의 액션플랜에서 매년마다 주제를 정하였으며 2015년의 주제는 ‘당신의 몸무게를 알아보자’로
건강한 몸무게에 관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여기에 체질검사 진행, 걷기운동 제안, 가정
운동 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명인사의 운동방법 확대 등 건강교육과 건강촉진 활동을 병행할 예정

<‘웰니스(Wellness) 산업’ 사례>
•세
 계는 노령인구의 비율 증가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질병의 치유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웰니스
(Welln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IT 기술이 접목된 웰니스 IT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세계 웰니스IT 시장 전망 : 13년 약 163조 원에서 18년 약 362조 원으로 연 평균 24%의 성장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 IT기술이 웰니스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embedded)되어 행복 추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 추구
•정
 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제품과
시스템, 서비스 등 유통하는 플랫폼
•치
 료 보다는 예방을 중심으로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식이요법, 콜레스
테롤 관리, 혈압 관리, 운동 관리, 우울증 관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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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향후 제주도 거주 의향
도민 10명 중 약 8명은 10년 후에도 제주도 거주 희망
		  제
 주도민들의 정주 의향은 5점 만점에 4.21점으로 ‘긍정’ 수준이며, 도민 중 77.9%가 ‘정주 의향’을 보유한
반면, ‘이주 의향’을 보유한 도민은 6.8%에 불과함
			 - 전반적으로 정주 의향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정주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15~19세의 경우 47.9%만이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힘   
- 전년 대비 향후 제주도 거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0.5%p 하락함

		  10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정주의향이 낮은 것은 학업(대학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니즈 혹은 불만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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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2. 희망하는 주택형태
희망하는 주택형태로 도민 10명 중 7명이 단독주택을 꼽음
		  희
 망하는 주택형태로는 ‘단독주택’이 71.6%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아파트’
(23.8%), ‘연립주택’(2.7%) 순임
			 -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는 전년 대비 3.3%p 감소했으나, 최근 4년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소폭 반등(4.0%p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권역별로 ‘단독주택은’ 읍면지역, ‘아파트’는 동지역에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67.6%)보다 남성(73.4%)이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제주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4년 대비 43.6% 급등(한국감정원, ’15년 10월 기준)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구매 수요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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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주도 주택보급률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제주도 전체 주택보급률은 2011년 부터 지속 증가해 2014년에는 111.0%로 나타남
			 - 제주도의 가구수 증가에 비해 주택수 증가 폭이 더 커, 보급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권역별로 비교해 볼 때, 제주시(109.3%)보다 서귀포시(116.0%)의 보급률 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대비 제주시는 2.0%p 상승하였고, 서귀포시는 5.1%p 상승한 현상을 보임

		  통
 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제주도의 주택보급률(111.0%)은 전국(103.5%) 대비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98.2%)을 제외한 지방(108.4%)보다 2.6%p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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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4. 생활환경 만족도
주거, 교통, 공해 등 생활환경 만족도는 모두 ‘다소 만족’ 수준임
		  제
 주도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환경’ 3.49점, ‘교통환경’ 3.33점, ‘공해환경’ 3.44점으로 모두 ‘다소
만족’ 수준임
			 - 주거환경, 교통환경, 공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임    
- 교통환경에 대한 불만족 의견은 20.6%로 타 환경 대비 상대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음

		  교통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율 감소(1.4%p)와 대중교통
관련 노선 및 배차간격 관련 불만으로 판단됨(2015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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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생활환경 만족도(주거여건 만족도)

234

235

7. 주거와 교통

7-4. 생활환경 만족도(교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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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생활환경 만족도(공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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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5. 교통이용 만족도
제주도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임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 전반적인 교통이용 만족도는 ‘시내버스’ 3.19점, ‘시외버스’ 3.12점,
‘택시’ 3.14점으로 모두 ‘보통’ 수준에 해당
			 - 서귀포시 동지역에서는 ‘시내버스’(43.3%)에 대한 만족비율이 타 권역 대비 높았고, ‘시외버스’와 ‘택시’
(각 39.2%, 41.2%)에 대한 만족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60세 이상의 경우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높은 반면, 30대의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낮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2015」에 따르면 2014년 제주도의 자가용 보유 대수는 1.262대/세대로 자가용
이용에 익숙하여 대중교통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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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교통이용 만족도(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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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교통이용 만족도(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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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교통이용 만족도(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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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버스노선 배차간격 조정 및 증설’ 필요
		  대
 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버스노선 증설’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버스노선 배차간격 조정’(23.2%), ‘운수종사자 친절 및 안전운행’(21.9%) 순임
			 - 버스노선 체계개선(‘버스노선 배차간격조정’ + ‘버스노선 증설’)에 관련된 응답이 총 64.6%로 이는 전년
(54.5%)에 비해 10.1%p 증가한 수준임   
- ‘버스노선 증설’은 제주시에서, ‘버스노선 배차간격 조정’의 응답비율은 서귀포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
 주시가 서귀포시 대비 매년 증가하는 인구수가 많아, 이에 따른 노선 증설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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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차시설 확보 현황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도 불구, 주차장 확보율 90% 상회
		  2
 014년 제주도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90.2%로 전년 대비 0.9%p 소폭 하락했으나, 주차장 확보율이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제주시는 91.0%, 서귀포시는 88.0%로 나타남
			 - 주차면수는 총 271,489개로 2013년 대비 약 6.1%(15,505개)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300,829대)는
2013년 대비 약 7.0%(19,798대) 증가함   
- 2011년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감소하다 2013년 이후 90% 이상의 주차장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증가추세(2014년 약 30만대)에 부합하는 주차장 면수 확보에 기인함

		  주차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인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더불어, 도민들의 주요 의견인 공급위주의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장 확보율 증대가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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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차공간 만족도
거주지 내 주차공간 만족도 3.00점으로 ‘보통’ 수준임
		  거
 주지 내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3.00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만족 비율(34.3%)은 전년 대비 3.6%p
증가하였고, 불만 비율(33.2%) 또한 전년 대비 3.8%p 증가함
			 - 권역별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만족도가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의 50대, 60대,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차량

대수의 증가에 비해 주차장 개소 및 면수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함에 따라 주차공간에 대한 불만족
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다양한 제주도의 주차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만족하는 층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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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차공간 문제 해결방법
주차공간 문제 해결방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가장 선호
		  주
 차공간 불만족층은 주차공간 문제 해결방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39.3%)를 가장 선호하며, 다음
으로 ‘자투리땅, 유휴지 발굴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29.1%),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ʼ(15.0%) 등의 순으로
선호함
			 -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및 단독주택, 아파트 거주자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ʼ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및 다세대주택에서는 ‘자투리, 유휴지 발굴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권역별,

주거형태별 주차 공간 환경의 차이에 따라 주차 공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선호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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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렌터카 사업체 수
렌터카 사업체 수 2013년 대비 증가
		  렌
 터카 사업체 수 2014년 76개로 2013년(63개) 대비 약 20.6%(13개) 증가하였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

관광객의 증가(‘13년 : 10,851천명 → ’14년 : 12,273천명)함에 따라 렌터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신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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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보유 렌터카 수
제주도 2014년 보유 렌터카 수 2만대 돌파
		  2
 013년까지 약 16,000대의 렌터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720대로 보유
렌터카 수가 2만대를 돌파함
			 - 렌터카의 등록된 주소지는 모두 제주시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렌터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제주공항,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등 제주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제주시를 통하여
방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량 인수 및 반납이 용이한 제주시에 렌터카가 몰려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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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대중교통 수송인원
제주도 대중교통 수송인원은 55,282,772명,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2
 014년 제주도 대중교통 수송인원은 55,282,772명으로 전년대비 4,140,933명 증가하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시내버스 수송인원은 39,502,099명으로 시외버스(15,780,672명) 보다 23,721,427명 많음    
-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수송인원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최근

제주도 유입인구의 증가와 개별 단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운전 및 렌터가 이용과 더불어 대중
교통 이용 또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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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거주 의향

대다수의 도민(10명 중 8명)은 10년 후에도 제주도 거주 희망

		 ◦ 제
 주도민 중 77.9%가 ‘정주 의향’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0.5%p 하락한 결과임 연령이 낮을수록 정주
의향이 낮아지며, 특히 15~19세의 경우 47.9%만이 정주 의사를 밝힘

희망 주택형태

도민 10명 중 7명이 단독주택 선호

		 ◦ 희
 망하는 주택형태 중 ‘단독주택’이 71.6%로 가장 높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
 독주택에 대한 선호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아파트의 선호는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제주도내 아파
트 매매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주택 보급률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제
 주도 전체 주택보급률은 전년 대비 2.8%p 증가한 1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103.5%) 대비 6.5%p
높은 수준임

생활환경

제주도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만족’ 수준

		 ◦ 제
 주도의 ‘주거/교통/공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만족’(3.4점 전후) 수준이며, 이중 교통환경은 도민
절반(52.8%)이 만족하지 못함.
		 ◦ 대
 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 이며,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버스노선 증설’, ‘버스 노선 배차간격
조정’ 등이 나타남

주차공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도 불고, 주차장 확보율은 90%를 상회

		 ◦ 제
 주도내 주차장 확보율은 90.2%로 전년에 이어 9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만족도는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보통’ 수준임.
		 ◦ 주
 차공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자투리땅/유휴지 발굴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 등이 주로 응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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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렌터카

렌터카 사업체 수 증가 및 보유 렌터카 2만대 돌파

		 ◦ 제
 주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14년 기준 렌터카 사업
체수는 76개로 전년 보다 13개 증가하였으며, 보유렌터카는 약 4,300여대가 증가하여 2만대(20,720
대)를 돌파함

대중교통 수송인원

대중교통 이용자의 지속적 상승

		 ◦ 제
 주도 유입인구의 증가와 개별 단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 2014년 기준
제주도 대중교통 수송인원은 55,282,772명으로 전년대비 4,140,933명 증가하며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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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제
 주도민의 ‘지속 정주의향ʼ이 78% 수준으로 매우 높은 가운데, 제주에 대한 도민들의 애착은 매년 상승
하고 있으므로 정밀한 장기주택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곧 주거비용 증가로 이어져 도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 아파트평균매매가격 : 14년 대비 제주는 43.6% 상승, 전국 평균(8.4%)대비                                       
            약 5.2배 수준(연합뉴스, 15.10.26)

		  단
 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나, 단독주택 공급의 한계성이 존재함
- 부동산 투기 감시와 더불어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주택수요 해소가 요구됨

		  도
 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버스노선 증설(41.4%), 버스노선
배차간격 조정(23.2%), 운수종사자 친절/안전운행(21.9%) 등 도민 다수의견에 대한 개선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도
 내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공간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도내 주요 주차정책인
그린파킹제와 더불어 공급위주의 대안이 필요함

		  2 014년부터 제주도 내 렌터카 사업체 및 렌터가 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관광객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증가, 주차시설 부족 현상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안내책자(교통사고 위험 구역, 사망사고 발생구역 등) 제공, 시내 공영주차장 및 혼잡도로 안내 등
적극적인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함

		  최
 근 제주도의 급격한 인구성장, 전입인구 증가, 국내•외 관광객 급증 등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교통여건에
신규 지표 개발/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교통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통근 시간’, ‘교통비 지출액’, ‘대중교통 이용객수’, ‘대중교통 운영
대수’, ‘자동차 에너지 소비량’ 등 다양한 교통관련 지표들을 추가 개발하고 분석하여 발 빠른 관련 정책 수립을
통한 대응 필요

250

251

7. 주거와 교통

7-13.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교
 통수요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혼잡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자동차 이용 줄이기 캠페인’을 통한 도민 참여 유도가
요구됨

		  주
 요 간선도로에 대한 혼잡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효율적 교통흐름 유지 및 교통정체 안내를 통한 우회를
유도하여 해결

		  차
 등 주차요금제도 적용을 통한 주차난 해소 접근
- 주차요금이 적용되는 구역을 구분하고 혼잡도에 따른 차등 주차비 부여
* 혼잡도 : 자동차 운행율이 높고 단시간 주차 수요가 높은 정도

		  주
 차장 공유제 시행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
- 주거지역(빌라, 연립, 아파트) 내 유휴 주차장의 활용성 제고 방안 검토- 주차장이 비어있는(예:10:00~17:00)
일정시간에 주변 사무실과의 협약을 통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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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정보 습득 경로
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함
		  뉴
 스나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1+2순위 기준)에 대해 도민의 대부분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76.5%)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검색’(48.8%), ‘가족, 친구 등
주변 지인’(25.5%) 등의 순임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검색’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베이비붐(50대)

및 그 이전세대(60세 이상)와 에코세대(20~30대 중반) 간 기존 매체(방송매체, 인쇄매체)와
신규 매체(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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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선호하는 SNS 종류
가장 선호하는 SNS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SNS이용자는 63.1%로, 비 이용자(36.9%) 보다 다소 높은 수준
			 - 연령대가 낮을수록 SNS 이용자의 비율이 높음
		  가장 선호도가 높은 SNS의 종류는 ‘카카오스토리’(38.1%), ‘페이스북’은 24.9%로 뒤를 이음
			 - 동일 연령대 내 SNS 사용 비중을 살펴보면, 10대, 20대는 ‘페이스북’이 30대 이상은 ‘카카오스토리’ 사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주도민의

SNS 이용률(63.1%)은 「2014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인터넷진흥원)」결과의 전국 평균
모바일 SNS 이용비율(65.0%)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령별 이용 비율도 유사한 형태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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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일 인터넷 사용시간
도민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함
		  제주도민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약 135분으로 전년 대비 10분 가량 증가한 수준
			 - 2013년 이후 120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시간이 85.9분으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용시간(48.7분)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사용시간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5~19세(207.3분) 및
20대(240.2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3~4시간 정도로 높게 나타남

		  「2014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의 전국 평균은 13.6시간
(일 평균 118분)이며, 제주도의 경우 평균 대비 높은 편임 (단,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의 경우 10대 미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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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스마트폰 활용 용도
스마트폰을 ‘커뮤니케이션’과 ‘자료 및 정보획득’ 목적으로 활용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1/2은 스마트폰 활용 용도로 ‘커뮤니케이션’(53.5%)이 가장 주된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50대, 60세 이상은 ‘커뮤니케이션’ 목적이 상대적으로 높고, 30~40대는 ‘자료 및 정
보획득’이 15-19세는 ‘여가’목적이 상대적으로 높음  
- 남성은 활용 목적 중 ‘커뮤니케이션’(56.4%)과 ‘자료 및 정보획득’(52.6%)이 비슷한 수준이나, 여성은 ‘커뮤니
케이션’(50.7%) 목적이 ‘자료 및 정보획득’(42.5%) 목적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2014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인터넷진흥원」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주요 이용 목적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 (자료 및 정보 습득. 커뮤니케이션, 여가, 실태조사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 기준으로
비율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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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정보 습득

대부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정보 습득

		 ◦ 제
 주도민의 대부분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76.5%)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폰
이용한 인터넷 검색’(48.8%), ’가족/친구 등 주변지인’(25.5%) 등의 순임
		 ◦ 기
 존 매체인 ’방송매체’, ‘인쇄매체’는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인터넷 등 신규매체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습득을 위해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SNS 이용

10명 중 6명이 SNS 이용하며 가장 선호하는 SNS는 ‘카카오스토리’

		 ◦ 제
 주도민의 63.1%가 SNS를 이용하는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SNS의 종류는 ‘카카오스토리’(38.1%),
‘페이스북’(24.9%), ‘밴드’(22.9%) 등의 순임.
		 ◦ 제
 주도민의 SNS 이용률(63.1%)은 「2014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인터넷진흥원)」결과의 전국 평균
모바일 SNS 이용비율(65.0%)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령별 이용 비율도 유사한 형태를 보임

인터넷 사용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

		 ◦ 제
 주도민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약 135분으로 전년대비 10분 가량 증가함.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시간은 지속 증가추세이며, 15년의 경우 85.9분으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용시간(48.7분)
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
 터넷 이용시간의 전국 평균은 13.6시간/주(일 평균 118분)이며, 제주도의 경우 평균 대비 높은 편임
(2014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활용

‘커뮤니케이션’과 ‘자료 및 정보획득’ 목적으로 스마트폰 활용

		 ◦ 스
 마트폰 사용자 중 53.5%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료 및 정보획득’
(47.6%), ‘여가’(3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
 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모바일 인터넷 주요 이용 목적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2014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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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도
 민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
- 이용률 지속 증가추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자료) 획득이 주 목적

		  협
 치 정책 구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정보 제공
- 도청 실·국별 인터넷,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정보제공 실시
- 도민과 양방향 소통 및 참여를 고려한 SNS 프로그램 개발 필요

정책적 제언
		  “Smart 제주” 구축
- 도민들의 인터넷 사용률을 감안하여 도정정책, 홍보 및 DB자료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
- 사회관계 전반(도민↔관광객↔행정 등)을 고려한 모바일 포털 개발
- 민원, 행정, 교통, 기상, 문화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스
 마트기기 보급 추진
- IPTV, Digital Cable TV 등 스마트TV 기반 공공정보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 및 정보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동시설에 보급

<도시형 서비스(통합 플랫폼) 제공사례>
• 중국 상하이市는 15년 4월부터 ‘웨이신(스마트폰 앱)’으로 14개 항목의 도시형 서비스 제공
• 제공정보 : 날씨정보, 병원진료권 발행,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타 지역 통행증 발급,
교통관련 기록(벌점, 위반 등) 조회, 영수증 정보관리 서비스 등

<병원예약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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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녹지비율(시설녹지비율)
시설녹지는 제주도 면적 1,000m²당 0.39m²로 전년과 동일 수준
		  2014년 시설녹지 개소수는 143개소, 시설녹지 면적은 718천m²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면적이 2013년과 동일함   
- 제주도 전체 시설녹지 면적은 제주도 면적(1,849.3km²) 1,000m² 당 0.39m²이며, 제주시가 0.50m²으로 서귀포시
(0.26m²)의 두 배 정도임

		  전국

광역시 중 녹지비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69.8%), 대구(61.1%), 대전(58.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경우 4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러나, 이는 화산지역 특성상 녹지의 38.2%를 밭농사와 과수원이
차지한 결과임(2014년 토지피복지도 분석결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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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기의 질(대기오염도)
미세먼지 2013년 대비 17.5% 증가
		  2
 014년 제주도의 대기오염도는 미세먼지가 47㎍/m³로 2013년 대비 17.5%p 증가하였으며, 오존(O₃)이
0.038ppm으로 약 11.8%p 증가하였음
			 - 반면 아황산가스(SO₂)는 0.002ppm으로 약 66%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이산화질소(NO₂)는 0.010ppm, 일산화탄소(CO)는 0.4ppm으로 2013년과 동일한 수준임

		  지속적으로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스오염(돼지 분뇨 등)과 차량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실시간 기상정보 전달을 통한 도민 대응책(야외활동자제, 마스크 착용 등)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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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전반적인 환경 오염도(하천수질)
제주도 하천 수질은 ‘매우 좋음’ 수준에 해당
		  2
 014년 동홍천, 옹포천, 외도천의 하천수질은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산소 요구량)의
기준으로 ‘매우 좋음’ 수준에 해당함
			 - BOD는 2013년 대비 옹포천 0.1㎎/L(약 33.3%↑) 증가한 반면, 동홍천, 외도천은 전년과 동일   
- COD는 2013년 대비 동홍천 0.1㎎/L(약 16.7%↑), 옹포천 0.2㎎/L(약 18.2%↑), 외도천 0.1㎎/L(10%↑)증가함

		  이와

더불어 제주도 내에서 중요한 수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 관리 및 규제, 지침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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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156개소, 2013년 대비 84개 증가
		  201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156개소로 2013년 대비 약 7.8%(84개소) 증가함
			 - 2013년과 비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각각 2개소, 16개소 감소. ‘소음 및 진동
발생시설’은 102개소 증가함   
- 제주도 전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약 68%는 제주시(786개소)에 위치하고 있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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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생활폐기물 1일 평균 976.3톤 배출, 쓰레기 수거율은 100.0% 유지
		  2014년 1일 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976.3톤으로 2013년(984.2톤) 대비 감소함
			 - 쓰레기 수거율은 100.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제주도 인구 1인당 1일 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57kg로 전년(1.63kg) 대비 소폭 감소함   
- 제주시민(1.43kg/일)보다 서귀포시민(1.95kg/일)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약 36.4%(0.52kg/일) 더 많음

		  쓰레기 수거율과 함께 처리 시점에 대한 도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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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폐기물 재활용량(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량은 1일 총 547.1톤, 1인당 0.88kg임
		  2014년 1일 평균 생활폐기물 재활용량은 547.1톤으로 2013년(516.2톤)대비 30.9톤 증가함
			 - 제주도 인구 1인당 1일 평균 생활폐기물 재활용량은 0.88kg임   
- 제주시 1인당 재활용량(0.79kg/일) 보다 서귀포시(1.14kg/일) 1인당 재활용량이 약 44.3%(0.35kg/일)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시의

경우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재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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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우선 보전되어야 할 환경 자산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제주도 환경 자산은 ‘산(한라산 등)’
		  제주도의 환경 자산 중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것(1+2순위 기준)으로 도민 10명 중 약 7명(71.2%)이
‘산(한라산 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숲(곶자왈 등)’(55.9%), ‘바다’(37.6%), ‘오름’(17.5%), ‘습지’(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에서는 ‘산(한라산 등)’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지
역에서는 ‘숲(곶자왈 등)’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관리보존지역에 대한 선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지표개설 등)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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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수
도내 전기자동차는 주로 ‘민간보급’용도로 사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수는 510개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
		  제주도 내 전기자동차의 수는 500대로, 전년도에 비해 약 3배 가량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
			 - 민간보급용의 전기자동차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민간보급 : 481대, 관용차량 : 19대)
		  제주도 내 충전기 수는 510개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
			 - 그 중 완속 충전기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으며, 급속 충전기의 대수는 2012년 이후 점점 떨어지는 추세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기 설치지역 확대와 더불어 급속충전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선행하여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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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의향
도민 10명 중 4명 전기자동차 ‘구입 의향 있음’
		  제주도민 10명 중 4명(43.6%)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비구입

의향층(Base=1,802)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구입 비용이 비싸서’
(40.6%)가 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전시간이 길고 번거로워서’(17.1%),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7.9%) 등의 순임
			 - 권역별로 서귀포시 동지역(48.8%), 남성(48.3%), 20-50대에서 ‘구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기차 구입시 자동차세 감면 등 실제적인 혜택 제공을 통해 구입 유도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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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기후변화 피해 분야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분야 ‘농업 분야’
		  기
 후변화에 따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분야(1+2순위 기준)로 ‘농업 분야’(81.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46.4%), ‘산림 분야’(25.3%), ‘건강·의료 분야’(23.2%) 등의 순임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가능 작물 예측을 바탕으로 토양 적응, 품종 개량을 통해 농민들에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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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쓰레기처리 만족도(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 만족도는 ‘보통’ 수준,
불만족 이유로 ‘수거 지연’과 ‘수거 후 청결 관리’ 문제 지적  
		  생활폐기물 처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0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전년 대비 만족도가 다소 상승함
			 - 권역별로 서귀포시 동지역(3.42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유형별로 아파트 거주자(3.25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립주택(3.07점) 거주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생활폐기물

처리 불만족층(Base=3,512)은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34.9%)와 ‘수거 후 뒤처리가 깨끗하지
않아서’(14.7%)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제주시 읍면지역(41.9%), 서귀포시 읍면지역(41.5%)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주거형태

및 주택밀집도의 차이에 따라 동지역 대비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수거 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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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쓰레기처리 만족도(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만족도는 ‘보통’ 수준
불만족 이유로 ‘수거 후 청결 관리 미흡’ 의견 다수
		  음식물쓰레기 처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2점으로 ‘보통’ 수준
			 - 권역별 만족도는 서귀포시 동지역(3.3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유형별로 아파트 거주자
(3.32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다세대주택(3.14점) 거주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만족층(Base=3,492)은 ‘수거 후 뒤처리가 깨끗하지 않아서’(40.0%)와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18.6%)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수거 후 뒤처리가 깨끗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서귀포시 동지역(51.4%), 기타(54.8%)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제주시 읍면지역(29.6%), 다세대주택(22.6%)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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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쓰레기처리 만족도(재활용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처리 만족도는 ‘보통’ 수준
불만족 이유로 ‘처리시설 규모’와 ‘수거 지연’ 의견 높음
		  재활용쓰레기 처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보통’ 수준
			 - 권역별 만족도는 서귀포시 동지역(3.45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유형별로 아파트 거주자
(3.28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재활용쓰레기 처리 불만족층(Base=3,522)은 ‘쓰레기 처리시설(클린하우스)의 규모가 작아서’(20.2%)와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19.9%), ‘분류 기준을 잘 몰라서’(19.3%)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쓰레기 처리시설(클린하우스)의 규모가 작아서’는 제주시 동지역(23.9%), 아파트(25.1%)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는 제주시 읍면지역(26.7%), 다세대주택 (22.7%)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76

277

9. 환경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3장 부문별 사회조사 결과 분석

9-12. 환경보전 정책마련 필요 분야
환경보전 정책마련이 시급한 필요 분야는 ‘녹지환경 분야’
		  ‘녹지환경 분야’가 42.0%로 환경보전 정책마련이 가장 시급 분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질 분야’
(29.2%), ‘토양 분야’(14.6%) 등의 순임
			 - ‘녹지환경 분야’ 라는 응답은 권역별로 제주시가 서귀포시 대비, 40대가 타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   
- 서귀포시 동지역(35.1%)에서는 ‘수질분야’에 대한 응답이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도민이

생각하는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할 자산이 한라산, 곶자왈 등의 녹지환경 분야인만큼 실질적인 보존
정책 마련과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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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환경여건 만족도
환경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만족’ 수준
		  환
 경여건에 대해 ‘대기 만족도’ 3.65점, ‘수질 만족도’ 3.62점, ‘녹지 만족도’ 3.46점으로 모두 ‘다소 만족’
수준에 해당
			 - 권역별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대기 만족도’와 ‘녹지 만족도’(각각 3.81점, 3.71점)가 타 권역 대비 상대적
으로 높음

		  녹지여건에 대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집중적인 개선 활동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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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6.25%,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2
 013년 제주도 총 발전량은 4,462,468MWh이며, 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78,962MWh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6.25%로 나타남
			 - 2012년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5.34% 대비 약 0.91%p 증가하였고,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95%
보다 약 37% 높은 수준임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247,161MWh) 비중이 88.6%로 가장 높으며, 태양광 발전 7.9%, 폐기물
발전 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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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녹지 및 대기환경

녹지 면적은 전년과 동일 수준이나 대기 중 미세먼지 증가

		 ◦ 제
 주도의 녹지비율은 면적 1,000m²당 0.39m²로 전년대비 동일 수준이며, 미세먼지는 47㎍/m³로 2013년
대비 17.5%p 증가함(반면, 아황산가스 수치는 전년대비 약 66% 수준)

하천 수질

제주도 하천 수질은 ‘매우 좋음’ 수준

		 ◦ 제
 주도 하천 수질은 BOD(mg/L), COD(mg/L) 지표를 살펴 본 결과, ‘매우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COD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결과를 보임

환경오염 배출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전년 대비 증가

		 ◦ 2
 014년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156개소로 2013년 대비 약 7.8%p(84개소) 증가 제주도 전체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약 68%는 제주시(786개소)에 위치하고 있음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배출 소폭 감소 및 쓰레기 수거율 100.0% 유지

		 ◦ 생
 활폐기물은 1일 평균 976.3톤을 배출하여 전년(984.2톤) 보다 감소하였으며, 쓰레기 수거율은 10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매
 립용 폐기물과 소각용 폐기물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량은 전년대비 증가한 결과를 보임

환경자산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제주도 환경 자산은 ‘산(한라산 등)’

		 ◦ 제
 주도민 10명 중 7명(71.2%)이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환경 자산으로 ‘산(한라산 등)’을 꼽았으며, ‘숲
(곶자왈 등)’(55.9%), ‘바다’(37.6%), ‘오름’(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기 자동차

도민 10명 중 6명 전기자동차 ‘구입 의향 없음’

		 ◦ 제
 주도민 10명 중 6명(56.4%)은 전기자동차 구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구입 비용이 비싸서’, ‘충전시간 길고 번거로워서’ 등으로 나타남.
		 ◦ 전
 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수는 증가(급속충전기 : 감소, 완속충전기 :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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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

9-15.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기후변화 피해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분야 ‘농업 분야’

		 ◦ 기
 후변화에 따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 ‘농업 분야’(81.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양·
수산’(46.4%), ‘산림’(25.3%), ‘건강·의료’(23.2%) 등의 순임

쓰레기 처리

쓰레기(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처리 만족도는 ‘보통’ 수준

		 ◦ 재
 활용쓰레기 처리 만족 비율(35.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물쓰레기(35.7%), 생활폐기물(34.4%)
순임. 쓰레기처리 종류별 가장 불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은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34.9%),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후 뒤처리가 깨끗하지 않아서’(40.0%), 재활용쓰레기는 ‘쓰레기 처리 시설
(클린하우스)의 규모가 작아서’ (20.2%)로 나타남

환경보전 정책

환경보전 정책마련이 시급한 필요 분야는 ‘녹지환경 분야’

		 ◦ 환
 경보전 정책마련이 가장 시급 분야 중 ‘녹지환경’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질 분야’
(29.2%), ‘토양 분야’(14.6%) 등의 순임

환경여건 만족

환경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만족’ 수준

		 ◦ 환
 경여건에 대해 ‘대기 만족도’ 3.65점, ‘수질 만족도’ 3.62점, ‘녹지 만족도’ 3.46점으로 모두 ‘다소 만족’
수준에 해당함. 환경보전 정책 시급 분야로 ‘녹지환경’이 선택되고, 타 환경 대비 만족도가 낮아 집중적
관리 필요함

신재생 에너지

제주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
 013년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6.25%로 전년(5.34%) 보다 약 0.91%p 증가하였고, 전국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3.95% 대비 높은 수준임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이 약 8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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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제
 주도 총 인구는 13년 대비 약 1.7만 명 증가(인구성장률 2.79%)로 인해 생활환경 오염물질과 폐기물이
크게 증가되어 이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함
- 급증하는 관광객 수용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청정환경의 가치 저하가 우려되며, 순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제
 주도민이 꼽은 상징적 환경자산(한라산, 곶자왈, 바다, 오름, 습지 등)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청정
자연에 대한 인식 제고(시민정신 배양) 및 자연의 혜택 체험 공유와 더불어 주민의 자발적 환경보전 참여
등을 통한 시민의식 배양이 필요하다 할 것임

		  카
 본 프리 아일랜드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확대함

		  환
 경오염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나
단순현황관리가 아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겠음

정책적 제언
		  도
 내 순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 체계를 과학화 · 스마트그리드화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생
 태환경 총량제 도입을 통해 제주다운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
- 제주 미래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따른 청정자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도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확대
-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청정자연을 보전하고, 자연의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 프로그램을 운영
- 도내 투자 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 빗물 및 중수도 이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건축물을 건립하여
청정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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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정책에 따른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 이외에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등 에너지 생산과 절약을 함께하는 운동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추진
-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
- 2030 전기자동차 10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충전기 설치 사업을 확대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함  

		  기
 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기후관련 국가기관인 기상청, 기상과학원, 태풍연구소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맞춤형 기상·기후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고, 기상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고부가가
치화를 실현

		  청
 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하우스 및 페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점차적으로 높여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발생원에서 감량을 유도하고, 종량제가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를 강화

		  쾌
 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청정환경을 보전 함으로써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정신을 배양

<폐기물 감량 사례 (에코머니 사용 ‘쓰레기 줄이면 채소로 교환’)>
•일
 본 교토市 환경정책국 쓰레기감량추진과는 11년부터 ‘KYOTO 에코 머니(eco money)’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물건을 절약하는 생활을 도모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시범기간을 거쳐 201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스
 타벅스, 도토루 등의 17개 브랜드 92개 점포와 무인양품, 타카시마야 백화점 등 6개 브랜드 12개
점포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커피체인점에서 개인용기 (텀블러)를 사용하여 음료를
구매하면 50엔(약 500원)에 상당하는 ‘에코 머니’ 1포인트가 적립되고, 의류판매점에 헌 옷을 가져
가면 의류 1kg당 1포인트의 ‘에코 머니’ 적립
• ‘에코 머니’가 10포인트 쌓이면 500엔(약 4,600원) 상당의 교통카드 충전, 교토에서 생산된 제철
채소, 또는 600엔(약 5,500원) 상당의 잡화, 시립동물원 입장권, 니조죠(城) 입장권, 청소년 과학센터
입장권 등으로 교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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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방안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방안으로 법적 규제 강화를 통한
경각심 고취 노력 필요
		  청
 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금지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4년에도 법적 규제 강화가 1순위로 나타나 도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 요구가 유지됨
		  위와

같은 결과는 교육 및 방범 활동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 자정 효과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며 법적 규제 강화는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제주도의 경우 광고물 종류에 따라 정비의 주체가 다르게 위임되어 등 법적 규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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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 및 마련방법
노후 생활 준비율 전년 대비 하락,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경제적
자립도 높은 수준
		  제주도민의 약 절반(45.6%) 가량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노후 생활 준비율이 전년대비 12.2%p 하락한 것임
		  만
 15세 이상 제주도민(가구주 및 가구원 대상)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결과와는 달리, 통계청 「2015년 사회
조사 결과」(2015. 11. 26)에서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노후 준비율은 75.0%로
전국평균 72.6%에 비해 2.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가 전국평균 대비 높은 것은 제주도민의 산업활동 특성상 농업, 어업, 서비스업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풀이됨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의 가장 주된 방법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이 전년 대비 2.4%p 상승한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적연금’(25.7%), 예금/적금/저축성 보험(14.5%)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주된 방법으로써 공적연금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적 영역에서의 예적금 및
보험과 사적연금 또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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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년 연속 감소 추세
		  최
 근 4년간의 제주도 노인 인구는 지속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지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 노인인구는 2013년 79,305명에서 2014년 82,411명으로 증가한 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6,143명에서
4,937명으로 감소함

		  제주도의 노인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비율은 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14년 전국 노인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비율인 5.8%와 비교해보면 제주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2014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참고)

		  제주도

노인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비율의 지속적 감소는 제주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로 인한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음(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인자리 사업평가 3년 연속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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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시급한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의 중요성 증가,
주거에 대한 사회적 공공 역할 강조
		  제주도민이 노인복지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은 25.0%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소득이 낮은 집단(100만원 미만)에서 더욱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됨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2015. 11. 26)」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68.4%는
자녀와 살지 않으며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의식이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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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선호하는 장묘 유형
‘매장’ 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 지속 유지
		  제주 도민은 ‘화장 후 봉안’을 장묘 유형으로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화장 후 자연장’인 것으로 나타남
			 - ‘화장 후 봉안’에 대한 선호 비율은 42.8%로 전년대비 4.6%p 증가한 수준이며 ‘화장 후 자연장’은 39.5%로
전년 대비 3.9%p 감소함    
- 연령이 높을수록 ‘매장’에 대한 선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매장’
선호 비율이 34.5%로 나타남

		  제주도민의

선호하는 장묘유형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2015. 11. 26)」결과 ‘매장’ 대비 ‘화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선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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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보육기관 현황 및 유형
보육아동 수 증가 추세 지속 유지,
보육기관 1개소당 아동 수 전국 대비 높음
		  2
 014년 제주도의 보육아동 수는 27,402명으로 전년 대비 146명 증가하였으며 ’1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시설 수 증가는 미미함
			 -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 27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보육시설’ 175개, ‘사회복
지법인 보육시설’ 7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살펴보면 거주 인구 차이로 인해 보육아동 수 및 기관 모두 서귀포시 대비 제주시가 많음

		  제주도의

보육기관 정원 대비 이용률은 83% 수준으로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보육아동 수의 지속적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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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여성 경제활동 유형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0.5%, 고용률 59.2%로 전국 대비 지속
높은 수준 유지
		  2
 014년 제주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5%로 전국 평균 51.3% 대비 높은 수준이며 2013년 대비
1.0%p 상승함
			 - 2014년 제주도 여성인구수는 24만 2천명으로 2013년 대비 약 6천명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14만 6천명
으로 나타남.    
- 제주도 여성 고용률은 59.2%로 전국평균 대비 9.7%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2.2%로 전국평균 대비 1.3p%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로는 0.5%p 증가하였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최근 4년간 변화를 보면 제주도가 전국 대비 약 9%p 정도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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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필요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의료’ 및 ‘직업재활서비스’
		  장
 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의료서비스ʼ라는 응답이 45.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업재활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등의 순임
			 - 성별에 따라 남성은 ‘직업재활 서비스’를 여성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생활지원 서비스’
필요성 인식이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 의료서비스 26.9%, 일자리 및 자립자금 지원서비스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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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다문화 가구를 위한 지원사항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성 인식
지속 증가 추세
		  다
 문화 가구를 위한 우선적 지원 사항으로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ʼ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문화가구에 대한 편견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13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 2순위로는 ‘사회적 적응을 위한 한글/문화교육 서비스’가 26.7%로 나타났으며 이는 ’14년 대비 6.6%p 감소한
수준임

		  이는

다문화 가구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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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한부모 가정 수
제주도 내 한부모 가정 수 지속적인 감소 추세
		  2014년 제주도 내 한부모 가정 수는 3,500명으로 2013년 대비 3%(10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제주시(2,608명)의 한부모 가정 수가 서귀포시(89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 내 한부모 가정 수는 201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통계청

「e-나라지표」에 발표된 한부모 가정비율은 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749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9.4%로 집계됨. 반면 제주도의 한부모 가정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1.4% 낮은 8.0%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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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최근 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비율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국 대비 약간 높은 수준
		  2014년 제주도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0,101명으로 도 인구 대비 3.37%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비율 모두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년간 약 0.3%p 수준의
하락세를 나타냄  
- 지역별 수급자 비율을 보면 서귀포시가 4.00%로 제주시의 3.15%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의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6%로 나타나 제주도가 소폭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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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사회복지시설 만족도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만족비율
26.6%로 가장 높음
		  제주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만족율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높게, 여성복지시설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만족율이 26.6%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높았으며 60세 이상의 실제 이용 연령대에서는
35.2%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

			 -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도민들을 제외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족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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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강화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인식이 가장 높음
		  현
 재 보다 강화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복지 분야’(48.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분야’(32.2%), ‘여성복지 분야’(11.6%) 순임
			 - ‘노인복지 분야’는 전체 응답자 중 48.0%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71.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반면 ‘아동청소년 분야’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보다 40대 미만층에서 필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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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복지생활 여건 변화 만족율
보건 의료 서비스 여건 변화에 대한 도민 만족율이 가장 높음,
전국 대비 소폭 낮은 수준
		  생
 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만족율은 ‘보건 의료 서비스’가 가장 높고 ‘문화 및 여가 생활 향유 여건’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 ‘보건 의료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반적인 생활 여건’은
38.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2015. 11. 26)」결과와 비교해보면 ‘보건 의료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의 만족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전국 : 보건의료서비스 52.7%, 사회보장제도 48.5%)

302

303

10. 복지

10-15.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청소년 휴해환경 근절

법적 규제 강화를 통한 경각심 고취 노력 필요

		 ◦ 청
 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금지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는 청소년 대상 교육 및 방범 활동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 자정 효과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노후생활

노후 생활 준비율 전년 대비 하락,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경제적 자립도 높은 수준

		 ◦ 도
 민의 약 절반(45.6%)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12.2%p 하락함.
		 ◦ 한
 편,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2015. 11. 26)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노후
준비율은 75.0%로 전국 평균 72.6%에 비해 2.4%p 더 높게 나타남. 이는 제주도의 산업활동 특성상 농업,
어업, 서비스업(관광업)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풀이됨
		 ◦ 노
 후생활비 마련 방법의 가장 주된 방법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적
연금’(2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노인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년 연속 감소 추세

		 ◦ 최
 근 4년간의 제주도 노인 인구는 지속 증가, 그러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지속 감소
		 ◦ 총
 노인인구는 2013년 79,305명에서 2014년 82,411명으로 증가한 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6,143명
에서 4,937명으로 감소함
		 ◦ 제
 주도의 노인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비율은 6.0% 전국 5.8%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노인복지 정책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의 중요성 증가 및 주거에 대한 사회적
공공 역할 강조

		 ◦ 제
 주도민이 노인복지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이 29.6%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함
		 ◦ 이
 는 자녀와 독립적 삶을 원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주거에 대한 사회 공공
역할이 강조 된 것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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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선호장묘 유형

‘매장’ 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 지속 유지

		 ◦ 제
 주 도민은 ‘화장 후 봉안’을 장묘 유형으로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화장 후 자연장’으로 나타남
		 ◦ 통
 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매장’ 대비 ‘화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민 선호 유형과
유사함

보육기관 현황

보육아동 수 증가 추세 지속 유지

		 ◦ 2
 014년 제주도의 보육아동 수는 27,402명으로 전년 대비 146명 증가하였으며 ’1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시설 수 증가는 미미함

여성경제 활동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0.5%, 고용률 59.2%로
전국 대비 지속 높은 수준 유지

		 ◦ 2
 014년 제주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5%로 전국 평균 51.3% 대비 높은 수준이며 2013년 대비
1.0%p 상승함.
		 ◦ 여
 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최근 4년간 변화를 보면 제주도가 전국 대비 약 9%p 정도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함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의료’ 및 ‘직업재활서비스’

		 ◦ 장
 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의료서비스ʼ(45.3%) 다음으로 직업재활서비스(34.7%), 생활지원서비스
(32.7%) 등의 순임
		 ◦ 성
 별에 따라 남성은 ‘직업재활 서비스’를 여성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생활지원
서비스’ 필요성 인식이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문화 가구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성 인식
지속 증가 추세

		 ◦ 다
 문화 가구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ʼ이가장 높게 나타남
(37.5%).
		 ◦ 이
 는 다문화 가구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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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지

10-15.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한부모 가정

제주도 내 한부모 가정 수 감소 추세

		 ◦ 2
 014년 제주도 내 한부모 가정 수는 3,500명으로 2013년 대비 3%(105명) 감소함.
		 ◦통
 계청 「e-나라지표」에 발표된 한부모 가정비율은 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749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9.4%로 집계된 반면, 반면 제주도의 한부모 가정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1.4% 낮은 8.0% 수준임

국민기초 생활보장

최근 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비율은 감소 추세

		 ◦ 2
 014년 제주도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0,101명으로 도 인구 대비 3.37% 이며2011년 이후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비율 모두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보
 건복지부의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6%로 나타나 제주도가 약간 높음

사회복지 시설

노인복지시설의 만족비율 가장 높으나 노인복지 강화 필요 인식역시 높음

		 ◦ 노
 인복지시설의 경우 만족율이 26.6%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높으며 60세 이상의 실제 이용연령대에서는
35.2%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
		 ◦ 현
 재 보다 강화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복지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분야’, ‘여성복지 분야’ 순임

생활여건 변화

보건 의료 서비스 변화에 대한 도민 만족율이 가장 높음,
전국 대비 소폭 낮은 수준

		 ◦ 생
 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만족율은 ‘보건 의료 서비스’가 가장 높고 ‘문화 및 여가 생활 향유 여건’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 통
 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보건 의료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의 만족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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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청
 소년 유해환경 근절 방안으로 ‘법적 규제강화’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으며, 유해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
강화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유해환경 단속 확대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노
 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 뿐만 아니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장
 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직업재활 등의 정책 추진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여
 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을 감안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

정책적 제언
		  청
 소년 유해환경 근절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단속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한 유해환경 근절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
 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과 더불어 고령사회를 넘어 초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
도시’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우선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분야(옥외환경과 건물, 교통, 주거,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의 정책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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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노
 인복지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접근과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클럽 확장과 개편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익재단법인 형태의 「노인사회활동지원종합
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노
 인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지역사회, 보건기관(보건소), 의료
기관(병·의원, 한의원), 행정기관(주민자치센터), 복지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읍·면·동
단위에 방문건강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필요함
- 방문건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간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여
 성취업 및 고용 활성화(특히, 경력단절여성 등)를 위해서 공익재단법인 형태의 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센터는 맞춤형 원스톱 여성취업 종합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하며, 일단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센터가 공공기관, 기업, 가정 등으로부터 일(업무)에 대한 구인요청을 받으면
거기에 적합한 회원에 한해서 일자리를 연계

		  복
 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기적 종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DB를 구축하고,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주도민들이 실제로 제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계비 정도,  소득평가기준, 재산기준,
자격요건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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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
•서
 울특별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
•서
 울시 기초보장제도에서는 급여대상 기준을 소득평가액의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직계혈족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격요건을 완화함

<장애인 취업지원 사례 >
•일
 본 도쿄 都는 2024년까지 장애인 고용을 4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취업추진 연계
프로그램 2015’를 수립
•직
 업훈련 실시, 취업지원기관 지원인력의 육성, 고용 챌린지 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장애
인고용지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추진 도모, 장애학생의 직업적 자립을 위한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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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 평균 여가시간
제주도민의 평균 여가시간 전년 대비 상승,
전국 대비 낮은 수준
		  2015년 제주도민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 전년 대비 약 1시간 증가
			 - 2015년 제주도민의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은 19시간 19분으로 2014년 18시간 18분 대비 소폭 증가
- 소득별 여가시간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 29시간 15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의 여가시간이 26시간
16분으로 다른 연령 대비 높음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은 42시간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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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화와 여가

11-2. 여가시간 부족여부 및 부족이유
제주도민 10명 중 4.8명 여가시간 부족,
주요 원인으로는 ‘직장 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민 10명 중 약 4.8명(47.9%)은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
			 - 연령별로 30대 중 66.7%는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보다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여가시간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함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도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직장 일’(56.3%)을 꼽았음
			 - 소득이 증가할 수록 ‘직장 일’ 때문에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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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여가 활동
제주도민의 주요 여가 활동 ‘TV 및 DVD 시청’,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
		  제주도민의 주요 여가 활동은 ‘TV 및 DVD 시청’, ‘휴식’인 것으로 나타남
			 - 여가 시간에 주로 ‘TV 및 DVD 시청’을 한다는 비율은 64.2%, ‘휴식’이 50.4%로 다른 활동에 비해 높음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TV 및 DVD 시청’과 ‘휴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취미/
오락’과 ‘사교 관련 일’의 활동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2015. 11. 26)」결과 비교해 보면 주요 여가 활동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TV 시청 : 69.9%, 휴식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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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도시공원 현황(도시공원 수, 면적)
제주도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6.1m²,
인구 증가로 인해 2011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제
 주도의 도시공원 수는 252개, 공원면적은 9,983천m²으로 201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이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지속 감소하고 있음
			 -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2011년 이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권역별로 서귀포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8.5m²로 제주시(15.2m²) 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남

		  2015년

들어 제주도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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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공공체육시설 현황(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제주도의 공공체육시설 수는 1,498개소, 면적은 2,891,666m²,
공공체육시설 수, 2013년 대비 27개 증가
		  제주도의 공공체육시설 수는 1,304개소이며, 면적은 2,575,227m²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시설 수는 27개 증가하여, 1500개에 근접한 공공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2013년 대비 130,795m² 감소함

		  2
 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여가시설 이용 경험율은 63.8%로 나타났으며 이중
공공체육시설 이용율은 31.9% 수준으로 나타나 공공체육시설은 제주도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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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공여가시설 이용
10명 중 7명이 공공여가시설 이용, ‘공원’ 이용률이 가장 높음
		  제주도민의 74.0%가 공공여가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률 증가
			 -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공여가시설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이용
경험률이 50% 미만으로 다른 연령 대비 낮음

		  주 이용시설은 공원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 관광, 체육시설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공원은 연령 및 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시설의
경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용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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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공공여가시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공공여가시설 이용 만족율 41.9%로 전년 대비 1.6%P 소폭 증가,
주요 불만족 이유는 편익 시설 부족으로 나타남
		  공
 공여가시설 이용한 경험이 있는 도민 중 41.9%는 이용 시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 비율은
5.3%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불만족’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보통’과 ‘만족’ 비율이 소폭 상승함
		  주요 불만족 이유로는 ‘편익 시설 부족’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시설관리 미비’로 나타남
			 - ‘편익 시설 부족’의 경우 2014년 대비 10.7p% 크게 상승한 반면 ‘시설관리 미비’는 10.1p% 하락함
		  시설관리 부문은 여가시설 이용의 기본적 사항에 속하는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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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공공문화시설 현황
문화기반시설 수 및 이용(관람)자 수 최근 4년간 지속 증가
		  2014년 제주도의 문화기반시설 최근 4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
			 - 공연장은 2013년 대비 2개소 증가하였고, 미술관은 1개소 증가한 반면, 공공도서관, 박물관, 영화관은
전년과 동일함

		  2014년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 역시 최근 4년 지속 증가 추세 (2013년 대비 43만 3천명 증가)
			 - 공연장 이용자수는 2013년 대비 16.6%p(44만6천명) 증가했으며, 영화관, 미술관 이용자수는 각각
12.8%p(23만6천명), 3.9%p(10만5천명) 증가함
- 반면 박물관, 공공도서관 이용자수는 15.7%p(33만2천명), 2.7%p(8만2천명) 감소함

		  영
 화관의 경우 이용자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시설은 6개로 변화가 없어 시설확충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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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문화환경요소 만족도
제주도민의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 보통 수준,
시설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문화환경 요소의 불만족 비율은 ‘소요비용’이 31.1%로 가장 높고 문화프로그램, 문화시설 순임
			 -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불만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700만원 이상 : 25.6%)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비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21.3%로 가장 낮게 나타남

		  문화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은 2014년 대비 ‘보통’ 비율이 감소하고 ‘만족’, ‘불만족’ 비율이 상승함
		  이
 와 같은 결과는 제주도민들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소요비용 대비 문화시설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시설)에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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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족한 문화 환경
도내 문화 환경 ‘양질의 콘텐츠 부족’하다는 인식 높음,
60대 이상의 경우 ‘시설 및 공간 부족’ 의견 다수
		  공공여가시설의 주요 부족한 문화 환경으로는 ‘양질의 콘텐츠 부족’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높을 수록 ‘양질의 콘텐츠 부족’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 수록 ‘시설 및 공간의 편익성
부족’ 의견이 높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 및 공간부족’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
 후 사회 인구 비중에서 노인이 증가하고 은퇴 후 삶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 문화 생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층을 위한 문화 환경 시설 확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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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지역축제 참여 여부 및 만족도
지역축제에 대한 도민 참여도 소폭 하락,
만족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상승
		  2015년 제주도민의 지역축제 참여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2015년 지역축제 참여 경험률은 43.8%로 전년 46.5% 대비 2.7%p 감소함
-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이 낮은 경우(100만원 미만) 참여율이18.2%로
매우 낮음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
			 - 2015년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 비율은 29.6%로 전년 25.0% 대비 4.6%p 상승함
		  지
 역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축제 참여율은 낮아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도민들의
지역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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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지역축제 관람 장애요인
지역축제 관람의 주요 장애요인은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정보 부족’
		  지역축제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은 시간, 교통, 정보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축제 참여 장애의 주요 3대 요인인 시간, 교통, 정보 관련 비율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요인별로 연령에 따라 특별한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0대 이상의 경우 ‘함께 갈 사람이 없다’
라는 의견이 11.1%로 다른 연령 대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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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해외여행 경험여부 및 횟수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경험 비율 14.5%, 전국 대비 낮은 수준
		  해외여행 비경험자는 85.5%로, 경험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해외여행 경험자 중에서도 경험 횟수는 ‘1회’가 77.3%로 월등히 높음
- 대체로 소득이 높아질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해외여행 경험이 높은 편임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경험율 전국 대비 낮은 수준
			 -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2015. 11. 26)」결과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해외여행 경험율은 19.7%로 나타나,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경험율이 전국 대비 5.2%p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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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국내여행 경험여부 및 횟수
제주도민의 국내여행 경험 비율 36.5%, 전국 대비 낮은 수준
		  국내여행 경험자는 36.5%, 연 1회 여행경험 비율 54.8%
			 - 제주도민 중 국내여행 경험자는 10명 중 약 3.6명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약 절반은 ‘1회’ 여행을 하였고
학력이 높을 수록 국내여행 경험이 높은 편임

		  제주도민의 국내여행 경험율 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2015. 11. 26)」결과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국내여행 경험율은 66.7%로 나타나,
제주도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임. 이는 60대 이상 도민의 여행 경험비율 낮은 것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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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여건 인식
관광여건 만족도 3.4점으로 ‘다소 긍정’ 수준의 평가
전년 대비 관광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인식
		  지난 1년간 도내 관광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 순임
			 - 숙박시설의 경우 전년 보다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53.0%로 나타난 반면 약화되었다는 의견은 4.4%에 그침   
- 반면, 관광교통 여건의 경우 좋아졌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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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여가시간 / 활용

제주도민의 평균 여가시간 전년 대비 상승,
부족이유는 ‘직장 일’,여가활동은 ‘TV 및 DVD 시청’

		 ◦ 2
 015년 제주도민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은 19시간 19분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전국 여가시간 평균
42시간 대비 낮음
		 ◦ 제
 주도민 10명 중 약 4.8명은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주요 원인은 ‘직장 일’이고여가시간에는 주로
TV 및 DVD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공원

제주도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6.1m²,
인구 증가로 인해 2011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 제
 주도의 도시공원 수는 252개, 공원면적은 9,983천m²으로 201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이나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지속 감소
		 ◦ 서
 귀포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8.5m²로 제주시(15.2m²) 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남

공공여가시설

10명 중 7명이 공공여가시설 이용, ‘공원’ 이용률이 가장 높음,
여가시설 만족율 전년 대비 1.6% 소폭 증가

		 ◦ 제
 주도민의 74.0%가 공공여가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주 시설은 공원인 것으로 나타남
		 ◦ 공
 공여가시설 이용한 경험이 있는 도민 중 41.9%는 이용 시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 비율은
5.3%로 나타남
		 ◦ 주
 요 불만족 이유로는 ‘편익 시설 부족’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시설관리 미비’로 나타남

문화기반시설

2014년 제주도의 문화기반시설 및 이용자 4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은 보통 수준

		 ◦ 2
 014년 제주도의 공공문화시설은 88개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문화시설 이용자는
2013년 대비 43만 3천명 증가함
		 ◦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비율이 과반 이상이며 문화 환경 요소 중 시설 측면의만족율이 가장 높음
		 ◦ 문화환경의 부족한 부분은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인식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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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지역축제

지역축제에 대한 도민 참여도 소폭 하락,
주요 장애 요인은 시간 부족

		 ◦ 2
 015년 지역축제 참여 경험율은 43.8%로 전년 46.5% 대비 2.7%p 감소하였으나 참여자의만족 비율은
전년 대비 4.6%p 상승함
		 ◦ 지
 역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축제 참여율은 낮아졌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지역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접근성을 높일 필요

여행경험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 경험 비율 전국 대비 낮음

		 ◦ 제
 주도민의 해외여행 경험은 14.5%로 나타나 전국 19.7% 대비 낮은 수준임
		 ◦ 국
 내여행 경험 역시 제주도민은 36.5%로 나타난 반면 전국은 66.7%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음
		 ◦ 제
 주도민의 해외 및 국내 여행 경험율이 낮은 이유는 60대 이상 도민의 여행 경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제
 주도민의 해외 및 국내여행의 주요 횟수는 모두 1회로 나타남

관광여건변화

관광여건 만족도 ‘다소 긍정’ 수준의 평가
전년 대비 관광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인식

		 ◦ 도
 내 관광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 순이며 숙박시설의
경우 전년 보다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53.0%로 나타난 반면 관광교통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37.2%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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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도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놀거리와 볼거리)을 제공함으로써 여가 활용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공
 공여가시설 이용도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 문화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
이므로, 고령자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경우 마을회관 등의 마을 공동시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현
 재 도민들은 ‘양질의 콘텐츠 부족’을 가장 미흡하다고 인식(37.8%)하고 있으므로,‘문화 예술의 섬 환경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우선 시 되어야 함

정책적 제언
		  문
 화예술 및 창작 지원 확대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문화예술 정책 관련 DB 구축
사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도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주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지역 간·계층 간 문화격차 현황 조사(창작자 및 향유자 관점),  제주형 문화지표
(문화여가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율 등) 조사 실시 등

		  공
 공여가시설 이용도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 문화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
므로, 고령자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경우 마을회관 등의 마을 공동시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제
 주도민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애 주기별 여가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문화와 여가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여건 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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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지
 역축제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예; 축제기간 중 평가 전문인력 투입 조사)을
통해 부실한 축제 프로그램 정리 및 통폐합을 통해 내실있는 축제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
 별한 문화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찾아가는 영화상영’ 등 각종프로그램 문화체험 운영교실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 지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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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제주도 범죄 발생건수는 31,255건으로 작년과 유사
단,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2.8%p 상승
		  2014년 제주도의 범죄 발생건수는 총 31,255건으로 2013년(31,223건) 대비 32건 증가에 그침
			 - 강력범죄(103건↓), 절도범죄(858건↓), 폭력범죄(469건↓), 지능범죄(232건↓), 풍속범죄(161건↓)    
- 기타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발생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

		  범
 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2013년(71.8%) 대비 2.7%p 상승한 74.5%로 나타남. 주로 절도범죄, 폭력
범죄, 지능범죄 등에 대한 검거율이 증가한 반면, 풍속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급격히 감소(1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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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 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이후 지속 증가  
단,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건수는 2009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2
 014년 제주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4,484건으로 2013년(4,302건) 대비 182건 증가 2011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 제주도 교통사고건수는 관광객 수 증가와 더불어 렌터카 차량 증가라는 환경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음
			 - 단순 발생건수의 증가와는 달리, 자동차 1만대당 발생건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는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자수는 작년 대비 감소 모습
		  제
 주도 관광활성화로 인한 렌터카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제주 시내 교통 혼잡 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 증가된 것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원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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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화재발생 건수, 사상자 수 및 피해액
화재발생 건수, 사상자,
피해액 작년 대비 눈에 띄는 감소 모습 보여
		  2014년 제주도의 화재발생 건수는 총 587건으로 2013년(739건) 대비 152건 감소
			 - 제주소방서(35건↓), 서부소방서(47건↓), 동부소방서(70건↓)     
- 서부의 경우 화재발생 건수 대비 피해액 규모가 타 지역 대비 매우 크게 나타남(527,577천원)

		  안
 전, 재난사고에 대한 집중적 주의가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소방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골든타임’에 대한 적절한 소방 조치 노력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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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직장 또는 일터 내 산업재해 경험 여부 및 인식
산업재해 경험률은 2.0%, 안전인식도는 14년 대비 소폭 증가
		  제주도민의 산업재해 경험률은 매년 2.0%대의 유사 수준으로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직
 장 또는 일터에서 일하는 동안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8%로 작년 대비 1.8%p
증가된 모습을 보임
			 - 매우 안전 6.2%, 약간 안전 23.5%, 보통 54.5%, 약간 불안 13.1%, 매우 불안 2.6%
		  산
 업재해에 대한 안전인식도는 3.18점으로 작년(3.15점) 대비 +0.3점 상승함. 특히, 직업별로 안전인식도의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 주부(2.93점)와 기능/단순노무(2.97점)의 안전인식도가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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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안전교육 경험 여부 및 분야
제주도민의 안전교육 경험률은 26.9%
안전교육 경험은 주로 ‘화재, 소방분야’로 나타나
		  제주도민의 26.9%는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험이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재, 소방분야’ 교육 경험 비율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재난·재해 분야’(37.7%) > ‘산업·건설 분야’(20.5%) > ‘식품·위생 분야’(18.9%) >
‘도로·교통 분야’(16.1%) 등의 순임

		  직
 업별 안전교육 경험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주부, 무직/기타, 농/림/어업 등은 낮게 나타남.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타겟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교육 경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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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안전교육 필요분야
안전교육 필요분야로 ‘재난·재해’, ‘화재·소방’ 분야의 비중 높아
단, ‘재난·재해’ 분야의 경우 2014년 대비 필요 의식 감소
		  안전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재난·재해 분야ʼ(37.9%) 와 ‘화재·소방 분야ʼ(24.7%)를 주로 꼽음. 다음으로
‘도로·교통 분야’(16.7%), ‘식품·위생 분야’(11.1%) 등이 뒤를 이음
			 - 연령별로 10-20대의 경우 재난·재해 분야의 비중 높게 나타남
		  작년 대비 ‘재난·재해 분야ʼ의 비율은 11.5%p 감소한 모습
		  1
 4년, 15년은 대한민국 내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특히 강조된 해였음. 이러한 의식
및 태도가 점차 누그러지는 경향 속에 안전인식 강화 및 교육 확산 노력이 시급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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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제주도민의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은 다소 낮음
교통사고, 정보 보안, 신종 감염병, 범죄 위험에 대한 불안 높아
		  제주도민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은 2.8점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44.9%), 정보 보안(41.3%), 신종 감염병(47.4%), 범죄 위험(44.4%)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느낌
		  제
 주시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증가로 연결되며, 이에 대한 불안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유출’, ‘메르스’ 등 원인으로 관련 불안감이 높다고 판단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제주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면 범죄, 안전사고를 제외하고 타 지자체 대비 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실제 안전상황과 제주도민의 안전 인식에 차이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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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범죄 및 검거현황

범죄 발생 건수 작년과 유사. 단,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승

		 ◦ 2
 014년 제주도의 범죄 발생건수는 총 31,255건으로 2013년(31,223건) 대비 32건 증가에 그침
		 ◦ 범
 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2013년(71.8%) 대비 2.7%p 증가한 74.5%로 나타났고, 주로 절도범죄, 폭력
범죄, 지능범죄 등에 대한 검거율이 증가함

자동차 사고

관광객 수 및 렌터카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 제
 주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관광객 수 증가와 렌터카 차량 증가라는 환경요인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그
 러나 발생건수 증가와 달리, 자동차 1만대당 발생건수는 2009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는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망자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

화재

화재발생 건수, 사상자, 피해액 작년 대비 눈에 띄는 감소 모습 보여

		 ◦ 2
 014년 제주도의 화재발생 건수는 총 587건으로 2013년(739건) 대비 152건 감소
- 제주소방서(35건↓), 서부소방서(47건↓), 동부소방서(70건↓)     
- 서부의 경우 화재발생 건수 대비 피해액 규모가 타 지역 대비 매우 크게 나타남(527,577천원)

산업재해

산업재해 경험률은 2.0%, 안전인식도는 14년 대비 소폭 증가

		 ◦ 제
 주도민의 산업재해 경험률은 매년 2.0%대의 유사 수준
		 ◦ 직
 장 또는 일터에서 일하는 동안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8%로 작년 대비 1.8%p
증가된 모습을 보임
		 ◦ 산
 업재해에 대한 안전인식도는 3.18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 안전인식도의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 주부
(2.93점)와 기능/단순노무(2.97점)의 안전인식도가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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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안전교육

안전교육 경험률 저조. ‘재난·재해’, ‘화재·소방’ 분야의 교육 강화 필요

		 ◦ 제
 주도민의 26.9%는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
 전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재난·재해 분야ʼ(37.9%) 와 ‘화재·소방 분야ʼ(24.7%)를 주로 꼽음
		 ◦ 1
 4년, 15년은 대한민국 내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특히 강조된 해였음
		 ◦ 이
 러한 의식 및 태도가 점차 누그러지는 경향 속에 안전인식 강화 및 교육 확산 노력이 시급해 보임

안전인식

교통사고, 정보 보안, 신종 감염병, 범죄 위험에 대한 불안 높아

		 ◦ 제
 주시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증가로 연결되면서 불안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유출’, ‘메르스’ 등의 사회적 이슈로 인해 관련 불안감이 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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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도
 내 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폭력범죄 발생 건 (약 5,100건)이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며, 관광지역 특성상 범죄율은 방문 저해요소로 인식되어
지역 이미지 실추 및 관광 기피 현상을 가져 올 수 있음

		  최
 근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는 가운데, 조기 안전교육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안전의식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제주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
 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교통, 관광, 사업현장의 안전평가 실사단’ 상설 운영을 통해 인재로 인한 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차량이용자나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키고 있음

		  도
 민 안전을 위해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재난대응 생활안전교육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도민들의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
 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제주 지역안전지수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서 타 시도 대비 안전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안전 인식과는 차이가 있어 안전관련 주요 통계지표에 대한 도민 대상
홍보가 필요하겠으며, 지역안전지수가 5등급으로 낮은 ‘범죄’, ‘안전사고’ 분야의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

주1) 지역안전지수(등급)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위해지표(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해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등급임 (1-5등급)
주2)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높다는 것은 타 시도 대비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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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해
 마다 증가하는 범죄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 도시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우범지역의 범죄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셉티드 디자인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자
 동차 사고 발생 건수 및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도로구조 개선,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
해야 함
-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현장 도착 시스템 구축
- 관광지역 안내 유도선 표시(예; 고속도로 안내 유도선 → 초록/분홍 안내선) 검토
- 렌터카 이용객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 중앙선 시야확보 및 감속구간 안내 등 종합
안전체계 시스템화 필요
-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 확대 및 의무화 등을 통해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

		  지
 리적 여건 등 재난환경에 적합한 완전 자립형 소방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항공대를 주축
으로 한 특수구조 전담 조직 신설 등 중증응급환자 수도권 병원 긴급이송, 항공·크루즈선박·화학사고
등 잠재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초동대응 시스템을 구축

		  국
 제 수준의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안전문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도민과 관광객이 직접 학습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풍수해,
교통사고, 화재, 선박,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재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
 상생활에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민·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거버
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도민 및 관광객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양방향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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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각
 종 재난 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응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실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별 재난 대응 훈련 및 통합적 재난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사례>
•한
 국 평택市는 유동인구와 범죄발생, 방법시설 등을 고려해 평택시 서정동(점촌마을)에 대해 셉티드
기법을 적용,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11월 공사착공)
* 점촌마을 : 원룸 밀집지역이자 경기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기
 본 디자인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사까지 전 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경기도에서 추천한
셉티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성을 높임
•시
 야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거/정리, CCTV/가로등/비상벨확충, 지역커뮤니티 회복 등 범죄 유발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심리 원천 차단 실시

<지역기반 재난 대응 프로그램 사례>
•미
 국 달라스市는 2007년부터 지역기반 재난 대응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600명의 시민을 재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킴
•재
 난 대응팀은 재난관리국, 소방, 경찰, 시민 등의 협력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지역조직/사업체 등이
초기대응을 지원하고 재난관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재
 난 대응팀원들은 재난관리 전문가나 실무자들이 초기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역할을
담당
•재
 난 대응팀은 대피 관리와 교통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잠재적인 위험과 대비 상태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음
•재
 난 대응팀에 지원하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공무원 및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수업을 이수해야 하며,
각 수업은 2시간 반 동안 실무와 팀 조직(Team Building)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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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10명 중 3명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有  
주로 참여하는 활동은 사회적 약자 및 환경, 범죄예방 관련 활동
		  지난 1년간 제주도민의 부문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아래와 같음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11.8%,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7.5% 순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는 종류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 2~6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주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년 대비 모든 종류별 자원봉사
참여율이 하락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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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사회단체 참여 여부 및 참여단체
10명 중 3명 사회단체 참여 경험 有,  
‘친목 및 사교단체’ 비중의 지속 증가
		  지난 1년간(2014.10.1~2015.9.30) 제주도민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29.1%로 전년과 유사 수준
			 - 연령별로 4, 50대의 참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10대 8.6%, 20대 17.5%, 30대 23.2%, 40대 36.4%, 50대 45.1%, 60대 28.0%

		  최
 근 3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단체는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이며, 그 비중은 13년 이후, 매년 지속
증가 하는 모습을 보임. IT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관계망(SNS) 등의 지속 확산으로 이러한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 활동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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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기부활동
전년 대비 기부활동은 소폭 감소한 가운데,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 활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기
 부 경험이 비경험(65.0%) 대비 낮게 나타난 가운데, 기부활동의 주요 참여 경로는 ‘모금단체(기관)를
통한 후원’이 2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학력이 높을 수록 기부활동은 왕성하게 이루어짐(다중응답 기준)      
  : 초졸 15.4%, 중졸 26.3%, 고졸 38.4%, 대졸 57.9%, 대학원졸 115.4%

		  기
 부활동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모금단체 협약 등으로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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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기부문화 확산(1+2순위)
기부문화 확산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 필요
		  기
 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나눔교육, 대중캠페인 등을 통한 나눔 인식개선’(51.1%),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41.0%) 순                 
		  최
 근 세계적인 美 부자(빌게이츠, 워렌버핏, 저커버그)들의 기부활동과는 반대로 국내의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기부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 이는 침체된 국내 경제와 한국의 기부문화 미성숙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판단.
기부 문화의 진정한 확산을 위해 국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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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도정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향후 도정 역점 정책으로 ‘경제육성’ 희망 의견이 가장 높음
		  도
 정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육성’(49.6%)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23.4%), ‘환경우선 개발정책’(19.2%) 등의 순임(1+2순위 기준)
			 - 상대적으로 ‘제주관광 체질 개선’(13.0%), ‘교통체계 개선’(7.4%)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음                 
		  ‘제주관광 체질 개선’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것은 제주시의 관광산업 체계 혹은 체질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잘
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음. 다만, 교통사고 건수 증가 혹은 차량등록 대수 증가 대비 ‘교통
체계 개선’의 비중이 낮은 모습은 지리적 한계로 인한 개선의 어려움을 제주도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 혹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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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제주도민으로서의 자부심
제주도민의 50.2%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거주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 수록 자부심은 높은 경향
		  제
 주도민의 50.2%가 제주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4.4%에 불과
			 - 연령별로 50세 이상의 중장년 혹은 노년층에서 자부심이 높은 경향    
- 한편,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부심이 높게 나타남  
  : 5년 미만 43.0%, 5~10년 미만 48.5%, 10~15년 미만 53.5%, 15년 이상 53.5%               

		  제주도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은 제주 토박이일 수록 자부심이 높다고 판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3장 부문별 사회조사 결과 분석

13-7. 삶의 만족도 (요약)
제주도민은 개인, 관계적 측면 보다  
집단적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개인 및 관계적 측면에 대한 삶의 만족도 보다는 집단 측면의 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남
			 - 개인적 측면(성취, 성격, 건강) : 만족 47.9%, 보통 43.2%, 불만족 8.9%    
- 관계적 측면(주의 사람과의 관계) : 만족 49.3%, 보통 44.5%, 불만족 6.2%
- 집단 측면(가족, 직장 등) : 만족 52.8%, 보통 41.2%, 불만족 6.0%

		  제
 주도민은 집단을 통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제주도’, ‘섬’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으로
인해 집단적 성향 속에서 만족감을 찾기 때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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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삶의 만족도(개인적 측면)
개인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 작년 대비 상승
소득, 주거형태, 직업 등에 따른 만족도 수준 발생
		  개인적 측면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작년 대비 상승(14년 44.8점 → 15년 47.9점)
			 - 매우 그렇다 10.4%, 약간 그렇다 37.5%, 보통 43.2%, 약간 그렇지 않다 7.4%, 매우 그렇지 않다 1.6%
		  개
 인적 측면의 만족도는 소득이 높을 수록, 집을 소유할 수록(자가거주),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 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100만원 미만 3.1점 vs 700만원 이상 3.8점      
- 자기집 거주 3.5점 vs 전세 3.4점     
- 전문/관리직 3.7점 vs 기능/단순노무 3.3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3장 부문별 사회조사 결과 분석

13-7. 삶의 만족도(관계적 측면)
관계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 작년 대비 약간 상승
학력, 가구원수 등에 따른 만족도 수준 편차 발생
		  관계적 측면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작년 대비 소폭 상승(14년 48.5점 → 15년 49.3점)
			 - 매우 그렇다 10.0%, 약간 그렇다 39.3%, 보통 44.5%, 약간 그렇지 않다 5.0%, 매우 그렇지 않다 1.2%
		  관계적 측면의 만족도는 학력이 높을 수록,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점 vs 대학원 졸업 3.8점      
- 1인 가구 3.4점 vs 5인 이상 가구 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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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삶의 만족도(집단 측면)
집단 측면의 삶의 만족도 작년 대비 상승
소득, 학력, 직업 등에 따른 만족도 수준 편차 발생
		  집단 측면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작년 대비 큰 폭 상승(14년 50.7점 → 15년 52.8점)
			 - 매우 그렇다 12.6%, 약간 그렇다 40.1%, 보통 41.2%, 약간 그렇지 않다 4.8%, 매우 그렇지 않다 1.2%
		  집
 단 측면의 만족도는 소득이 높을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 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100만원 미만 3.2점 vs 700만원 이상 3.8점    
-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점 vs 대학원 졸업 3.9점      
- 전문/관리직 3.4점 vs 무직/기타 3.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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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감정 상태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 대비 높게 나타남
소득, 연령 등에 따른 감정 상태의 차이 두드러짐   
		  지
 난 1개월간(2015년 9월 1일 ~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주도민이 느낀 감정은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 ‘즐거움, 행복함, 편안함’의 긍정적 정서는  매년 지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 수준에 따른 감정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반면, ‘짜증, 부정, 무기력’의 부정적 정서는 작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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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다문화 관련 인식 요약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 도입은 긍정
그러나, 외국인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   
		  다
 문화 관련 인식 가운데,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긍정 의견이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반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일자리 위협 인식 긍정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대
 한민국의 인구가 최근 감소 전환기에 접어들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이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구 감소 문제 의식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더불어 이민자들이 많아진다 해도 삶에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양면적 성향의 모습을 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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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다문화 관련 인식(인구 문제 해결 측면)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
		  인구문제해결 측면의 다문화 관련 인식은 매우 낮게 나타남
			 - 매우 그렇다 2.8%, 약간 그렇다 13.5%
		  즉
 , 단일 국가/단일 문화의 성향을 띄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국인 이민정책은 다소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의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의 불안성에 대해 몸소 체감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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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다문화 관련 인식(결혼이민자 정책 측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정책 태도는 ‘긍정적’
		  결혼이민자 정책 측면의 다문화 관련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11.5%, 약간 그렇다 29.4%
		  결
 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이 최근 언론/방송 매체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매체의 영향이 어느 정도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 (ex: 러브인아시아, 글로벌 가족 정착기, 다문화
고부열전, 이웃집 찰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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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다문화 관련 인식(일자리 위협 인식 측면)
일자리 위협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일부 직업군별 차이 보여
		  일자리 위협 인식 측면의 다문화 관련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9%, 약간 그렇다 10.9%
		  이
 민자들에 의한 일자리 위협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지만, 직업별로 살펴 볼 때, ‘서비스/판매’, ‘기능/
단순노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타 직업군 대비 위협 인식 수준이 높은 모습
			 - 농/림/어업 2.3점 vs 서비스/판매 2.6점, 기능/단순노무 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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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자원 봉사활동

10명 중 3명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有
주로 참여하는 활동은 사회적 약자 및 환경, 범죄예방 관련 활동

		 ◦ 지
 난 1년간 제주도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아래와 같음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11.8%,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7.5% 순     

		 ◦ 주
 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년 대비 모든 종류별 자원
봉사 참여율이 하락한 모습을 보임

사회 단체참여

10명 중 3명 사회단체 참여 경험 有,
‘친목 및 사교단체’ 비중 지속 증가

		 ◦ 최
 근 3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단체는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이며, 그 비중은 13년 이후 매년 지속
증가 하는 모습.
		 ◦ I T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관계망(SNS) 등의 지속 확산으로 이러한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 활동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기부활동

전년 대비 기부활동은 소폭 감소한 가운데,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 활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 기
 부활동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또
 한,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모금단체 협약 등으로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임
(학력이 높을 수록 기부활동은 왕성하게 이루어짐)

기부문화

기부문화 확산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 필요

		 ◦ 최
 근 세계적인 美 부자(빌게이츠, 워렌버핏, 저커버그)들의 기부활동과는 반대로 국내의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기부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
		 ◦ 이
 는 침체된 국내 경제와 한국의 기부 문화 미성숙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판단. 기부 문화의 진정한 확산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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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도정 정책

향후 도정 역점 정책으로 ‘경제육성’ 희망 의견이 가장 높음

		 ◦ 도
 정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육성’(49.6%)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23.4%), ‘환경우선 개발정책’(19.2%) 등의 순임(1+2순위 기준)
- 상대적으로 ‘제주관광 체질 개선’(13.0%), ‘교통체계 개선’(7.4%)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음     

도민 자부심

제주도민의 50.2%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거주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 수록 자부심은 높은 경향

		 ◦ 제
 주도민의 50.2%가 제주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4.4%에 불과
- 연령별로 50세 이상의 중장년 혹은 노년층에서 자부심이 높은 경향    
-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부심이 높게 나타남

개인측면 만족도

개인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 작년 대비 상승
소득, 주거형태, 직업 등에 따른 만족도 수준 발생

		 ◦ 개
 인적 측면의 만족도는 소득이 높을 수록, 집을 소유할 수록(자가거주),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 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관계측면 만족도

관계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 작년 대비 약간 상승
학력, 가구원수 등에 따른 만족도 수준 편차 발생

		 ◦ 관
 계적 측면의 만족도는 학력이 높을 수록,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점 vs 대학원 졸업 3.8점      
- 1인 가구 3.4점 vs 5인 이상 가구 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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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집단측면 만족도

집단 측면의 삶의 만족도 작년 대비 상승
소득, 학력, 직업 등에 따른 만족도 수준 편차 발생

		 ◦ 집
 단 측면의 만족도는 소득이 높을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 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감정상태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 대비 높게 나타남
소득, 연령 등에 따른 감정 상태의 차이 두드러짐

		 ◦ ‘ 즐거움, 행복함, 편안함’의 긍정적 정서는 매년 지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 수준에 따른 감정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반
 면, ‘짜증, 부정, 무기력’의 부정적 정서는 작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다문화 인식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

		 ◦ 단
 일 국가/단일 문화의 성향을 띄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국인 이민정책은 다소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의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의 불안성에 대해 몸소 체감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음

다문화 인식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정책 태도는 ‘긍정적’

		 ◦ 결
 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이 최근 언론/방송 매체를 통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매체의 영향이 어느 정도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
			 (ex: 러브인아시아, 글로벌 가족 정착기, 다문화 고부열전, 이웃집 찰스 등)

다문화 인식

일자리 위협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일부 직업군별 차이 보여

		 ◦ 이
 민자들에 의한 일자리 위협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지만, 직업별로 살펴 볼 때, ‘서비스/판매’, ‘기능/
단순노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 직업군 대비 위협 인식 수준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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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요약 및 정책제언
시사점
		  사
 회참여단체 성격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율이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나 이익단체, 정치단체 등의 참여율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제주지역에서도 이른바 도시화에 대한 반작용의 일단이 나타난 것이라 추정되며,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
측면들을 완화,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참여의 확대와 이를 장려할 정책적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
 민으로의 자부심과 함께 삶의 만족도(개인/관계/집단측면) 또한, ‘다소 만족’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그러나, 30대 이하 연령층의 ‘도민으로의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놓고 생각해볼 때는
부정적인 상황이며, 이에 대해 행정기관은 물론 특히 초·중·고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의 노력도 필요함

		  다
 문화 관련하여 결혼이민자 역량개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 인식개선 및 문화
다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문화 및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다문화
대상 정책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도민사회 내부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정책적 제언
		  도
 민들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제주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와 참여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교육 및 홍보, 찾아가는 세미나 등 도민과
도정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 사회적 자본은 신뢰/규범/네트워크/참여 등이 구성요소이며, 지역의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협력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예) 도정의 중요 정책수립 시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존의 해당기관 관련부서 직원 및 주민대표, 자생단
체 회원들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세미나가 아닌 정책 수혜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혜지역 단위별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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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도
 민의 사회적 참여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마을단위 자치기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함
- 제주형 주민참여 모델(제주형 협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목표가 있는 분야부터 협치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타 분야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

		  다
 문화 관련하여 현재 개별 국가별로 단순 친목모임 성격의 자조모임이 결성되어 있으므로 친목도모와
함께 구성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별 참여를 유도 해야 함
- 각종 위원회의 경우 자격요건 등의 현실화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

		  기
 부와 관련된 금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로 모금 단체를 통한 후원 활동의 비중이 높으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부는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나눔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1가구-1자녀
가족구조 및 맞벌이 부부 등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나눔, 배려 등을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

		  사
 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눔교육(어린이집/유치원 대상, 2011년 이후)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중학교/성인까지 나눔교육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기
 부캠페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자그룹인 아너소사이어티 확대가 중요하지만,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착한 가정과 착한 가게의 확대가 중요하며, 이는 성인 세대의 개인
기부보다 아이세대까지 기부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데 있어 그 의의가 큼

384

385

13. 사회참여

13-10. 요약 및 정책제언
정책적 제언
		  사
 회(제주포함)의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개발로 인해 관광, 서비스 등 3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동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 형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종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마을
공동체의 형태를 일부 찾아볼 수 있음

		  최
 근 이주민의 유입이 비교적 많은 지역의 경우, 마을 고유의 가치 훼손 및 지역주민 간 불신 확대 등 부
정적 영향이 현실화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운동이 시급
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
  예) 행복마을 콘테스트 개최, 마을 협동조합 구성 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가꾸는 사업

<충청남도 행복마을 콘테스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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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구추이

(단위：세대, 명, %, km²)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 1) 1998년부터 외국인 세대수 제외
2)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임(외국인포함)
3)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수
4) 인구밀도 = 총 인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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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1. 인구추이(계속)

(단위：세대, 명, %, km²)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 1) 1998년부터 외국인 세대수 제외
2)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임(외국인포함)
3)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수
4) 인구밀도 = 총 인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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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계인구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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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2. 추계인구(계속)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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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계인구(계속)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402

403

1. 인구

1-2. 추계인구(계속)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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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대 및 인구

(단위 : 세대,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외국인 세대수 및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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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3. 세대 및 인구(계속)

(단위 : 세대,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외국인 세대수 및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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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대 및 인구(계속)

(단위 : 세대,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외국인 세대수 및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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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3. 세대 및 인구(계속)

(단위 : 세대,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외국인 세대수 및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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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대 및 인구(계속)

(단위 : 세대,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외국인 세대수 및 외국인 제외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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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3. 세대 및 인구(계속)

(단위 : 세대,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외국인 세대수 및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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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대 및 인구(계속)

(단위 : 세대,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외국인 세대수 및 외국인 제외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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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4. 인구밀도

(단위 : 명,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주：1) 외국인 포함
2) 인구밀도 = 총인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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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대당 인구

(단위 : 세대,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주：1) 1998년부터 외국인 세대수 제외

2)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임(외국인 제외)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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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6. 연령별성비

(단위 : 명)

출처：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성비 = 여성 100명 당 남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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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단위 : 명, %)

출처：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외국인 제외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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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8. 외국인인구

(단위 : 명, %, 세대)

출처 : 안전행정부 「2014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통계」각년도
주 : 합계 =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 한국국적을취득한자(혼인귀하자, 기타사유)
		
+ 외국인주민자녀(외국인부모, 외국인 - 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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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인인구(계속)

(단위 : 명, %, 세대)

출처 : 안전행정부 「2014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통계」각년도
주 : 합계 =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 한국국적을취득한자(혼인귀하자, 기타사유)
		
+ 외국인주민자녀(외국인부모, 외국인 - 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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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8. 외국인인구(계속)

(단위 : 명, %, 세대)

출처 : 안전행정부 「2014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통계」각년도
주 : 합계 =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 한국국적을취득한자(혼인귀하자, 기타사유)
		
+ 외국인주민자녀(외국인부모, 외국인 - 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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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인인구(계속)

(단위 : 명, %, 세대)

출처 : 안전행정부 「2014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통계」각년도
주 : 합계 =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 한국국적을취득한자(혼인귀하자, 기타사유)
		
+ 외국인주민자녀(외국인부모, 외국인 - 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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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9. 부양비

(단위 : %)

출처：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 1)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2) 유소년부양비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x 100)
3)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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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노령화 지수

(단위 : %)

출처：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주：1)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x 10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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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11. 모의연령별 출산율(전국대비)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 1)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
2) 모의 연령별 출산율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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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모의연령별 출산율(전국대비)(계속)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 1)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
2) 모의 연령별 출산율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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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12. 모의연령별 출산율(시군별)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 1)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
2) 모의 연령별 출산율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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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성별 사망구성비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총 사망자수는 국내 거주 사망자수만을 집계

424

425

1. 인구

1-14. 연령별 사망구성비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총 사망자수는 국내 거주 사망자수만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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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연령별 사망구성비(계속)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총 사망자수는 국내 거주 사망자수만을 집계

426

427

1. 인구

1-15. 자연증가율(조출생률, 조사망률) – 시, 도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출생통계 및 사망통계는 해당연도 다음해 4월 신고분까지 집계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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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자연증가율(조출생률, 조사망률) – 읍, 면, 동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출생통계 및 사망통계는 해당연도 다음해 4월 신고분까지 집계한 결과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에는 주소지 미상 포함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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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17. 행정시별 인구동태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출생통계 및 사망통계는 해당연도 다음해 4월 신고분까지 집계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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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행정시별 인구동태(계속)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출생통계 및 사망통계는 해당연도 다음해 4월 신고분까지 집계한 결과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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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18. 인구이동률

(단위 : 명, %)

출처：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년도
주：1)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에 의한 자료이며, 시내 이동은 전입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이동률 = (이동자수/연앙인구) × 100. 단,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이며 외국인 제외하였음
3) 순이동 = 전입 – 전출
4) 순이동률 = (순이동자수/연앙인구) × 100 단,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이며 외국인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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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지역간 인구이동규모

(단위 : 명)

출처：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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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19. 지역간 인구이동규모(계속)

(단위 : 명)

출처：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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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장 희망하는 가족형태(다중응답)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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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2. 분산가족 (분산가족 유무)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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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산가족 (분산 가구원 수)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분산가족 있는 응답자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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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2. 분산가족 (분산가족 거주지역-배우자)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타 지역 거주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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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산가족 (분산가족 분산이유-배우자)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타 지역 거주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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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2. 분산가족 (분산가족 거주지역-자녀)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타 지역 거주 자녀가 있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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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산가족 (분산가족 분산이유-자녀)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타 지역 거주 자녀가 있는 응답자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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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3. 저출산 해소 정책(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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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출산 해소 정책(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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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4. 평균 혼인 연령

(단위 : 세)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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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혼률

(단위 : %)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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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6. 평균 이혼연령

(단위 : 세)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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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족안전유형 (지난 1년간 본인 혹인 가족이 느낀 위협)(다중응답)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가구주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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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8. 가사분담 견해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평소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1인, 미혼, 동성 가구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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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사분담 만족도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평소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1인, 미혼, 동성 가구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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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10. 타지역출신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자녀의 타지역출신과 결혼 수용 여부)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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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자녀의 외국인과 결혼 수용 여부)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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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12.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인식(자녀의 다문화 가정 친구 용인 여부)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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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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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1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 중 부모부양자)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부모부양 의무가 ‘가족+정부 및 사회’ 또는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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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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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소비

3-2. 소득수준 만족도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소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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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5년 통계표

3-3. 가구 월평균 지출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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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소비

3-4. 생활필수품 구매 장소 및 월 평균 방문횟수(구매 경험률)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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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활필수품 구매 장소 및 월 평균 방문횟수(월평균 구매 횟수)

(단위 : 회)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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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소비

3-5.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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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5년 통계표

3-6. 부채 원인(부채 유무)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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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소비

3-6. 부채 원인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부채 있음 응답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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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저축 여부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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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소비

3-7. 월평균 저축 금액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저축 하고 있음 응답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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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역사회 내 고용기회 (타 지역 대비 구직 용이성)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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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2. 구직활동 경험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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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5년 통계표

4-2. 구직활동 경험(산업분야)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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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2. 구직활동 경험(경로)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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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직활동 경험(애로사항)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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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2. 구직활동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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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취업자 구성(산업별)

(단위 : 천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주：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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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3. 취업자 구성(직업별)

(단위 : 천명)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주：한국표준직업분류 6차개정(2007년) 기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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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취업자 구성(성별)

(단위 : 천명)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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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4. 취업자 구성(연령계층별)

(단위 : 천명)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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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취업자 구성(교육정도별)

(단위 : 천명)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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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4. 취업자 구성(종사장지위별)

(단위 : 천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주： 1)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3)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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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고용형태(직업 유무)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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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5. 고용형태(종사상 지위)

(단위 : 천명)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직업이 있다고 한 응답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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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제활동 상태 및 참가율(지역, 성별, 교육정도별)

(단위 : 천명, %)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주: 지역별 수치는 「지역별고용조사」, 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 수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따라서 지역별 배너의 전국/제주도 합계 수치와 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 배너의 전국/제주도 합계 수치는 다를 수 있음
1) 15세이상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1) 지역별 자료는 「지역별고용조사」 수치를 사용.
		 각 년도별 4/4분기 기준 자료임.
2)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3)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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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6. 경제활동 상태 및 참가율(연령계층별)

(단위 : 천명, %)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주: 지역별 수치는 「지역별고용조사」, 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 수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따라서 지역별 배너의 전국/제주도 합계 수치와 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 배너의 전국/제주도 합계 수치는 다를 수 있음
1) 15세이상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1) 지역별 자료는 「지역별고용조사」 수치를 사용.
		 각 년도별 4/4분기 기준 자료임.
2)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3)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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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실업률

(단위 : %)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주: 지역별 수치는 「지역별고용조사」, 성별/연령별 수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따라서 지역별 배너의 전국/제주도 합계 수치와 성별/연령별 배너의 전국/제주도 합계 수치는 다를 수 있음
1)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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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7. 실업률

(단위 : %)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주: 지역별 수치는 「지역별고용조사」, 성별/연령별 수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따라서 지역별 배너의 전국/제주도 합계 수치와 성별/연령별 배너의 전국/제주도 합계 수치는 다를 수 있음
1)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 x 100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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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견해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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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9. 여성 재취업 장애 요인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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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임금 근로자 비율 및 월 평균 급여액)

(단위 : %, 원)

출처：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각 년도
주：1) 임금근로자는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2) 평균월급여액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3) 평균월급여액은 상용정액급여와 상용초과급여를 합산한 액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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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11. 남성근로자 100명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

(단위 : 명,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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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직업만족도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직업이 있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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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13.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직업훈련 희망 분야)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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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직업훈련 현황

(단위 : 명)

출처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용센터
세부출처 : 4.노동 > 10.직업훈련현황
주1) : 정보화교육, 취.창업교육, 전문가양성분야 3개 교육과정 인원임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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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15. 개인창업 희망 분야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4장 2015년 통계표

4-16. 농가인구

(단위 : 가구, 명)

출처：통계청, 농림어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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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17. 농가소득

(단위 : 천원)

출처：통계청,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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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어가인구

(단위 : 가구, 명)

출처：통계청, 농림어업조사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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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19. 어선보유 현황

(단위 : 척, 톤)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세부출처 : 6.농림수산업 > 38.어선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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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축산업 농가 수

(단위 : 가구 수)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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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21. 축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불(USD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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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단위 : 백만원)

출처：통계청 「일인당지역내총생산」
주：2012년 지역소득 확정추계결과임
1)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 지역내총생산(당해년가격)/추계인구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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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4-23. 수출액

(단위 : 천불(USD1,000))

출처：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출입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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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학급당 학생수

(단위 :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1) 특수학교 제외, 2) 학생수와 학급수는 해당년도 4월 1일 기준임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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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2.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수

(단위 : 개소, 권, 석)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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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원 1인당 학생수(초,중,고)

(단위 :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1) 특수학교 제외, 2) 학생수와 교원수는 해당년도 4월 1일 기준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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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4. 장학금 수혜학생

(단위 : 명, %)

출처：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 1) 교육통계연보 조사기준일; 해당년도 4.1 현재 자료
- 장학금 급여 및 학비 감면상황; 전년도 3.1 - 해당년도 2.29
2) 장학금 수혜율 = (장학금 수혜자 수/학생수) x 100(%) - 학생수는 교육통계연보 '10, '11, '12, 장학금 수혜자수는 교육통계연보 '11, '12,
'13 자료를 바탕으로 장학금 수혜율을 산출함 EX). 장학금 수혜자 수(2011 통계연보)/학생수(2010 통계연보) x 100
3) 장학금 수혜자 수는 분기를 기준으로 함
2013년도 부터 세종시 추가, 학생수는 고등학교(개황(총괄), 장학금 수혜자 수는 일반고, 특목고, 자율화고 합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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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단위 : 10억원, %)

출처：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통계청 「지역소득」
주： 1)GRDP는 당해년 가격기준임
2)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분야(이학, 공학, 의약보건학, 농업과학), 인문사회분야(인문학, 사회과학)에 대한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연구비의 총 합임
3)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GRDP x 100
4)2013년 수치부터 지역소득(2010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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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6. 도내 대학이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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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내 대학이 갖추어야 할 역량(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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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7.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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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학업 중단율

(단위 : 명,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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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8. 학업 중단율(계속)

(단위 : 명,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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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학업 중단율(계속)

(단위 : 명,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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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8. 학업 중단율(계속)

(단위 : 명,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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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인구 일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단위 : 명)

출처：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박사학위자수는 전년도 3월부터 해당년도 2월까지의 합임
1) 인구 1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 = 박사학위 취득자수/주민등록인구 x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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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0.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4장 2015년 통계표

5-10.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다중응답)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한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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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1. 평생교육 애로사항(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평생교육프로그램 받아본 적 없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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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평생교육 애로사항(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평생교육프로그램 받아본 적 없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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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2.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 명)

출처：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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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졸업생 취업률(전문대학)

(단위 : 명, %)

출처：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주：취업자는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임
- 조사기준일：당해년도 4월 1일
- 조사대상：전국 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전년도 후기(8월) 졸업자와 당해년도 전기(2월)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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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3. 졸업생 취업률(대학교)

(단위 : 명, %)

출처：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주：취업자는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임
- 조사기준일：당해년도 4월 1일
- 조사대상：전국 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전년도 후기(8월) 졸업자와 당해년도 전기(2월)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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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졸업생 취업률(일반대학원)

(단위 : 명, %)

출처：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주：취업자는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임
- 조사기준일：당해년도 4월 1일
- 조사대상：전국 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전년도 후기(8월) 졸업자와 당해년도 전기(2월)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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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4.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 및 진학

(단위 : 명, %)

출처：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 당해년도 4월 1일 기준 자료임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1) 취업률은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 대상자는 졸업자(미상 포함) 중 상급학교 진학자수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함. (취업자/취업대상자) x 100(%)
2) 진학률=(상급학교 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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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사교육 환경 만족도(비용)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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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5. 사교육 환경 만족도(수준 및 질)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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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사교육 환경 만족도(접근성)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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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6. 공교육 환경 만족도(비용)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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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공교육 환경 만족도(수준 및 질)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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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6. 공교육 환경 만족도(접근성)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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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교육과정 만족도

(단위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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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7. 교육과정 만족도(초등학교)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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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교육과정 만족도(중학교)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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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7. 교육과정 만족도(고등학교)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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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교육과정 만족도(대학교)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30

531

5. 교육

5-18. 교원 분포 현황

(단위 : 명)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세부출처 : 14.교육 및 문화 > 1.학교 총개황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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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교원 분포 현황(계속)

(단위 : 명)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세부출처 : 14.교육 및 문화 > 1.학교 총개황

532

533

5. 교육

5-19. 대학등록금

(단위 : 원)

출처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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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도내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세부출처 : 4. 노동 > 3. 교육정도별취업자

534

535

6. 보건 및 체육

6-1. 음주여부 및 빈도

(단위 : %)

출처：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최근 1년(365일) 동안 한 달(30일)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표준화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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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평소 음주 빈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36

537

6. 보건 및 체육

6-1. 절주나 금주 어려운 이유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주1회 이상 음주 응답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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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흡연여부 및 빈도

(단위 : %)

출처：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주：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분율(표준화율)

538

539

6. 보건 및 체육

6-2. 평소 흡연 빈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4장 2015년 통계표

6-2. 금연 어려운 이유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하루 20개피 이상 흡연 응답자

540

541

6. 보건 및 체육

6-3. 건강 상태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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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만율

(단위 : %)

출처：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사람의 분율(표준화율)
※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²

542

543

6. 보건 및 체육

6-5. 평소하는 운동(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운동 한다는 응답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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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평소하는 운동(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운동 한다는 응답자

544

545

6. 보건 및 체육

6-6. 운동으로 인한 월 평균 지출비용

(단위 : %, 만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비용지출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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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의료기관 유형별 기관수

(단위 : 개)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세부출처 : 12.보건 및 사회보장 > 1.의료기관
주：1) 보건의료원이하 제외
2) 군인병원 제외
3)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포함

546

547

6. 보건 및 체육

6-8. 인구 10만명당 기관수 비교

(단위 : 개)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정책기획관
주：인구 10만명 당 기관수 = 의료기관 수/총 인구수×100,000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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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의료기관별 병상수

(단위 : 개)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세부출처 : 12.보건 및 사회보장 > 1.의료기관
주：1) 보건의료원이하 제외
2) 군인병원 제외
3)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포함

548

549

6. 보건 및 체육

6-10. 인구 10만명당 병상수 비교

(단위 : 개)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정책기획관
주：인구 10만명 당 병상수 = 병상수/총 인구수×100,000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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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의료기관 의료인력 현황

(단위 : 명)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세부출처 : 12.보건 및 사회보장 > 2.종사인력
주：1) 의사 = 의료종사자만 포함 2) 약사 = 개인약국 약사 제외함

550

551

6. 보건 및 체육

6-12.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수 비교

(단위 : 명)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주：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수 = 의료인력수/총 인구수×100,000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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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1년간 도민 총 의료비 중 도외지역 의료기관 이용 의료비 비중

(단위 : 천원,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주：관외지역 범위 = 제주도; 제주도 외, 제주시; 서귀포시 및 제주도 외, 서귀포시;
제주시 및 제주도 외 지역진료
전체 의료비 중 외래에 약국이 포함(2013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 해설서)

552

553

6. 보건 및 체육

6-13. 1년간 도민 총 의료비 중 도외지역 의료기관 이용 의료비 비중(계속)

(단위 : 천원,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주：관외지역 범위 = 제주도; 제주도 외, 제주시; 서귀포시 및 제주도 외, 서귀포시;
제주시 및 제주도 외 지역진료
전체 의료비 중 외래에 약국이 포함(2013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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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도민의 도외지역 의료기관 이용건수 구성비

(단위 : 건,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각 년도
주：소계의 경우, 입원과 외래를 모두 이용한 환자의 중복이 제거되어 입원 외래 합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외지역 범위 = 제주도; 제주도 외, 제주시; 서귀포시 및 제주도 외, 서귀포시;
제주시 및 제주도 외 지역진료

554

555

6. 보건 및 체육

6-15. 도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진료건수

(단위 : 건)

출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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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의료기관 이용 횟수(도내-제주시 소재)

(단위 : %, 회)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56

557

6. 보건 및 체육

6-16. 의료기관 이용 횟수(도내-서귀포시 소재)

(단위 : %, 회)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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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의료기관 이용 횟수(도외)

(단위 : %, 회)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58

559

6. 보건 및 체육

6-17. 도외 의료기관 방문 이유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타 지역 의료기관 1회 이상 응답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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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도내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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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 및 체육

6-18. 도내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종합병원 불만족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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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도내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62

563

6. 보건 및 체육

6-18. 도내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병(의)원 불만족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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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도내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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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 및 체육

6-18. 도내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보건소 불만족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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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도내 약국(한약국)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66

567

6. 보건 및 체육

6-18. 도내 약국(한약국)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약국(한약국) 불만족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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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의 발전 및 개선사항(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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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 및 체육

6-19.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의 발전 및 개선사항(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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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질환여부 및 질환종류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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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 및 체육

6-20. 질환여부 및 질환종류(다중응답)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질환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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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연령 표준화 사망률)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주：총 사망자수는 국내 거주 사망자수만을 집계했으며, 당해년도 신고분만 집계한 결과임
1)사망원인별 사망률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사망
원인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연앙인구 x 100,000
2) 연령표준화 사망률 =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
; Σ(연령별 사망률 × 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표준인구 x 100,000

572

573

6. 보건 및 체육

6-22. 자살사망 현황

(단위 : 명)

출처：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주：총 사망자수는 국내 거주 사망자수만을 집계했으며, 당해년도 신고분만 집계한 결과임
1)자살율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연앙인구 x 100,000
2)연령표준화 사망률 =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 Σ(연령별 사망률 × 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표준인구 x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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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식품위생 관계 업소 현황

( 단위：개소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세부출처 : 12.보건 및 사회보장 > 7.식품위생
주： 1) 식품소분 판매업：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2) 식품 보존업：식품조사 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3)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이상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2008.2)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2008.12)에 의한 분류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으로 분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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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 및 체육

6-24. 공중위생 관계 업소 현황

( 단위：개소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세부출처 : 12.보건 및 사회보장 > 8.공중위생
주：1) 관광호텔을 포함한 수치임
2) 2011년부터 ‘미용업’을 일반, 피부, 종합으로 구분, ‘위생처리업’ 상위분류 및 분류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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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향후 제주도 거주 의향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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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2. 희망하는 주택형태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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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생활환경 만족도(주거관련)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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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3. 생활환경 만족도(교통관련)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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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생활환경 만족도(공해관련)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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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3. 생활환경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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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호수

( 단위：동수, ㎡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세부출처 : 10.주택건설 > 4.건축허가
주：국토해양부 사업승인분 포함

582

583

7. 주거와 교통

7-5.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대)

자료：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주：1) 합계는 이륜자동차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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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도로 현황

(단위： m,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세부출처 : 10.주택건설 > 15.도로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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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6. 도로 현황(계속)

(단위： m,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세부출처 : 10.주택건설 > 15.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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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차시설 확보 현황

(단위：개소, 개,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교통행정과
주：주차장 확보율 =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 x 100, 자동차 등록대수는 역외세입차량 제외한 자동차 등록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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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8. 자동차 보유 대수

(단위：대)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세부출처 : 11.교통관광정보통신 > 1-1.시별자동차등록
주：세대 당 자동차 보유 대수 = 자동차 등록대수/ 세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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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자동차 보유 대수(계속)

(단위：대)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세부출처 : 11.교통관광정보통신 > 1-1.시별자동차등록
주：세대 당 자동차 보유 대수 = 자동차 등록대수/ 세대 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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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9. 주차공간 만족도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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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차공간 만족도(주차공간 문제해결 방법)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주차공간 불만족 응답자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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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10. 교통이용 만족도(시내버스)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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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교통이용 만족도(시외버스)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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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10. 교통이용 만족도(택시)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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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1순위)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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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11.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1+2순위)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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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제주도 주택보급률

(단위：가구 수,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2011~2014>
세부출처 : 10. 주택건설 > 1.주택현황 및 보급률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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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13. 렌터카 사업체 수

(단위：개수)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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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보유 렌터카 수

(단위：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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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15. 대중교통 수송인원 수

(단위：명)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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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정보 습득 경로(1순위)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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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와 통신

8-1. 정보 습득 경로(1+2순위)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4장 2015년 통계표

8-2. 선호하는 SNS 종류(1순위)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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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8. 정보와 통신

8-2. 선호하는 SNS 종류(1+2순위)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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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인터넷 사용시간(1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단위：시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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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와 통신

8-4. 스마트폰 활용 용도(1순위)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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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스마트폰 활용 용도(1+2순위)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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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

9-1. 기상개황

( 단위：℃, ㎜, %, hPa, hr, ㎝, ㎧)

출처：제주지방기상청, 기상청 「지상기상통계」 각 년도
주： 1) 평균기온：8회 관측값(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것
2)최고기온：00시~24시중 가장 높았던 기온
3) 최저기온：00시~24시중 가장 낮았던 기온
4) 강수량：00시~24시 중 비 또는 눈이 내린 양
5) 평균 습도：8회 관측값(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것
6) 최소습도：00시~24시 중 가장 낮았던 습도
7) 평균전운량：8회의 관측시각(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것
8) 최심신적설：00시~24시 중 새로 내려 쌓여 있는 눈의 최대 깊이
9) 평균 풍속：당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1일간 풍정을 24시간으로 나눈 값
10) 최대 풍속：일중 임의의 10분간 평균풍속 중 가장 센 바람의 풍속
11) 최대 순간 풍속：일중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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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기상개황

( 단위：℃, ㎜, %, hPa, hr, ㎝, ㎧)

출처：제주지방기상청, 기상청 「지상기상통계」 각 년도
주： 1) 평균기온：8회 관측값(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것
2)최고기온：00시~24시중 가장 높았던 기온
3) 최저기온：00시~24시중 가장 낮았던 기온
4) 강수량：00시~24시 중 비 또는 눈이 내린 양
5) 평균 습도：8회 관측값(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것
6) 최소습도：00시~24시 중 가장 낮았던 습도
7) 평균전운량：8회의 관측시각(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것
8) 최심신적설：00시~24시 중 새로 내려 쌓여 있는 눈의 최대 깊이
9) 평균 풍속：당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1일간 풍정을 24시간으로 나눈 값
10) 최대 풍속：일중 임의의 10분간 평균풍속 중 가장 센 바람의 풍속
11) 최대 순간 풍속：일중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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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

9-2. 녹지비율 (시설녹지비율)

( 단위：개소, 1,000㎡)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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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대기의 질 (대기오염도)

(단위：ppm, ㎍/m3)

출처：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통계연보」
주：1) 미세먼지의 ()안의 값은 황사일자 제외 평균값임

610

611

9. 환경

9-3. 대기의 질 (통합대기환경지수)

(단위：ppm, ㎍/m3)

출처：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통계」 (http://airkorea.or.kr)
주：2014년 한해 동안의 통합환경대기지수;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
침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에 따른 인체 영향 및 체감오염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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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전반적인 환경 오염도 (하천수질)

(단위：㎎/L)

출처：물환경정보시스템

612

613

9. 환경

9-5. 우선 보전되어야 할 환경 자산 (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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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우선 보전되어야 할 환경 자산 (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14

615

9. 환경

9-6. 풍수해 발생현황

(단위 : 명, ha, 천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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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기후변화 피해 분야 (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16

617

9. 환경

9-7. 기후변화 피해 분야 (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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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석유류 소비량

(단위：㎘)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주：1) 반올림으로 합계와 안 맞을 수 도 있음

2) 경질중유, 중유, 제트유 등 포함

618

619

9. 환경

9-9.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단위 : MWh, %)

출처：한국전력거래소제주지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년도
주1) 총 발전량은 양수발전을 포함한 수치이며, 2011년부터 자가용 발전량도 포함
주2)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공급비중) = 신재생 총 발전량/ 총 발전량 x 100
주3) 수력은 양수발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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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상수도 보급률

(단위：명, ㎥/일, ℓ, 개)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620

621

9. 환경

9-11. 전력 사용량

(단위：MWh)

자료：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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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하수도

(단위：명, ㎢, %)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622

623

9. 환경

9-13.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의향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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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의향 (구입의향 없는 이유)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의향 없는 응답자

624

625

9. 환경

9-1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위：개소)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주 : 2014년도 자료는 2014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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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단위：톤/일)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주：1)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임(외국인 포함)
2) 생활폐기물 기준임
3) 인구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kg) = 1000*(배출량(톤)/총인구)

626

627

9. 환경

9-16. 폐기물 재활용량

(단위：톤/일)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주： 1)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임(외국인 포함)

2) 생활폐기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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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쓰레기처리 만족도 (생활폐기물)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628

629

9. 환경

9-17. 쓰레기처리 불만족 이유 (생활폐기물)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불만족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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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쓰레기처리 만족도 (음식물 쓰레기)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630

631

9. 환경

9-17. 쓰레기처리 불만족 이유 (음식물 쓰레기)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불만족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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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쓰레기처리 만족도 (재활용쓰레기)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632

633

9. 환경

9-17. 쓰레기처리 불만족 이유 (재활용 쓰레기)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불만족 응답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4장 2015년 통계표

9-18.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수

(단위：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국

634

635

10. 복지

10-1.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단위：명,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주：1) 노인은 65세 이상임
2) 2014년도 자료는 2014년 9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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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 단위：명,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636

637

10. 복지

10-3. 독거노인 비율

(단위 :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제주도 전체 독거노인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사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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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38

639

10. 복지

10-4. 노후 생활비 준비 방법 (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노후 생활비 준비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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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노후 생활비 준비 방법 (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노후 생활비 준비 응답자

640

641

10. 복지

10-5. 노인복지시설

( 단위：개소,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1)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을 의미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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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노인복지정책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42

643

10. 복지

10-7. 여성경제활동유형

( 단위：천명, %)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주：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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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비정규직 비율

(단위 : 천명,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주)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 수 / 임금근로자 수

644

645

10. 복지

10-9. 결혼이민자

(단위 : 명)

출처：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출처 : 법무부 「국민의 배우자 지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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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필요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46

647

10. 복지

10-10. 필요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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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648

649

10. 복지

10-12.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단위 :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4장 2015년 통계표

10-13.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단위：개소, %)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주：1) 본사 주소지가 제주도인 사업체 기준임
2)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현황으로 국가·지자체인 2개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
준수는 제외한 수치임

650

651

10. 복지

10-14. 장애인 취업자 비율

( 단위：명, %)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각 분기
주：1) 구직자 수는 구직장애인 거주지가 기준임
2)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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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방안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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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지

10-16. 한부모 가정 수

(단위 :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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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선호하는 장묘 유형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54

655

10. 복지

10-18.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구성비

(단위 : 백만원)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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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구성비 (계속)

(단위 : 백만원)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656

657

10. 복지

10-19. 국민연금 가입자수

( 단위：명, 개소)

출처：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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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보육기관 현황 (보육아동 수)

(단위 :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주: 1) 2013년부터 단체(법인 외)가 개인에 포함 2) 2013년부터 통계표 항목 등 변경

658

659

10. 복지

10-21. 보육기관 유형

(단위 : 개소)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주: 1) 2013년부터 단체(법인 외)가 개인에 포함 2) 2013년부터 통계표 항목 등 변경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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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보육기관 상해보험 가입현황

( 단위：개소, 명)

출처：보건복지부「보육통계」각 년도
주 : ‘안전공제회 제도’로 인해 2012년도까지의 ‘상해보험 가입 현황’ 통계가 2013년도부터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관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으로 바뀌면서 ‘가입 아동 수’
항목이 삭제됨.

660

661

10. 복지

10-23. 보육기관 화재보험 가입현황

( 단위：개소)

출처：보건복지부「보육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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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단위 : 명,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통계청
주：수급자 비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연앙인구 x 100

662

663

10. 복지

10-25.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 단위：명, %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주：수급자 비율 = 의료급여 수급자 수/ 연앙인구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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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단위：명)

출처：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664

665

10. 복지

10-27. 최저 생계비

( 단위：원/월 )

출처：보건복지부
주：전국기준 자료. 2013년도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 (8인가구：2,690,7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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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복지생활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서비스)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666

667

10. 복지

10-28. 복지생활 여건의 변화 (사회보장제도)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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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복지생활 여건의 변화 (문화 및 여가 생활 향유 여건)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668

669

10. 복지

10-28. 복지생활 여건의 변화 (전반적 만족도)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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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사회복지시설 만족도 (아동복지시설)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70

671

10. 복지

10-29. 사회복지시설 만족도 (노인복지시설)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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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사회복지시설 만족도 (여성복지시설)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72

673

10. 복지

10-29. 사회복지시설 만족도 (장애인복지시설)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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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사회복지시설 만족도 (기타복지시설)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74

675

10. 복지

10-30. 강화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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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다문화 가구를 위한 지원 사항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76

677

11. 문화와 여가

11-1.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

( 단위：%)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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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문화 활동 관람 횟수

(단위 : 회)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678

679

11. 문화와 여가

11-3. 문화 환경 만족도 (문화시설)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비이용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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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문화 환경 만족도 (문화 프로그램)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비이용 제외)

680

681

11. 문화와 여가

11-3. 문화 환경 만족도 (소요비용)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비이용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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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문화 환경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비이용 제외)

682

683

11. 문화와 여가

11-4. 부족한 문화 환경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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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공공도서관 현황

( 단위：개, 명, 권, 천원)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주：예산: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합계

684

685

11. 문화와 여가

11-5. 공공도서관 현황 (계속)

( 단위：개, 명, 권, 천원)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주：예산: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합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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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공공도서관 현황 (계속)

( 단위：개, 명, 권, 천원)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주：예산: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합계

686

687

11. 문화와 여가

11-6. 박물관 현황

( 단위：명, 점)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주：기타자료에 고고(매장유물)포함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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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박물관 현황 (계속)

( 단위：명, 점)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주：기타자료에 고고(매장유물)포함됨

688

689

11. 문화와 여가

11-6. 박물관 현황 (계속)

( 단위：명, 점)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주：기타자료에 고고(매장유물)포함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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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박물관 현황 (계속)

( 단위：명, 점)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주：기타자료에 고고(매장유물)포함됨

690

691

11. 문화와 여가

11-7. 영화관 현황

( 단위：개)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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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미술관 현황

( 단위：개,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692

693

11. 문화와 여가

11-9. 공연장 현황

( 단위：개, m2,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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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문화의집 현황

( 단위：개, 명, 회)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694

695

11. 문화와 여가

11-11. 지역축제 참여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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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지역축제 참여 여부 및 만족도 (계속)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지역축제 참여 경험자

696

697

11. 문화와 여가

11-12. 지역축제 관람 장애요인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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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지역축제 수

(단위 : 건)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698

699

11. 문화와 여가

11-14. 공공여가시설 이용 여부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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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공공여가시설 이용 여부 (이용한 공공여가시설 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공공여가시설 이용자

700

701

11. 문화와 여가

11-14. 공공여가시설 이용 여부 (이용한 공공여가시설 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공공여가시설 이용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4장 2015년 통계표

11-15. 공공여가시설 만족도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공공여가시설 이용자

702

703

11. 문화와 여가

11-15. 공공여가시설 불만족 이유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공공여가시설 불만족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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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도시공원 현황

( 단위：개소, 천㎡)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주： 조성기준 자료임 도시공원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공원면적/총인구

704

705

11. 문화와 여가

11-17. 공공체육시설 현황

( 단위：개소)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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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공공체육시설 현황 (계속)

( 단위：개소)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

706

707

11. 문화와 여가

11-17. 공공체육시설 현황 (계속)

( 단위：개소)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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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공공체육시설 현황 (계속)

( 단위：개소)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

708

709

11. 문화와 여가

11-17. 공공체육시설 현황 (계속)

( 단위：개소)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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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주 평균 여가시간

(단위 : %, 시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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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화와 여가

11-18. 여가시간 충분 여부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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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여가시간 부족 이유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여가시간 부족 응답자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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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화와 여가

11-19. 여가활용 (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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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여가활용 (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14

715

11. 문화와 여가

11-20. 해외여행 경험 여부 및 횟수 (경험 여부)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4장 2015년 통계표

11-20. 해외여행 경험 여부 및 횟수 (경험 횟수)

(단위 : %, 회)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해외여행 경험자

716

717

11. 문화와 여가

11-20. 국내여행 경험 여부 및 횟수 (경험 여부)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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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국내여행 경험 여부 및 횟수 (경험 횟수)

(단위 : %, 회)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국내여행 경험자

718

719

11. 문화와 여가

11-2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여건 인식 (음식문화)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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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여건 인식 (숙박시설)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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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화와 여가

11-2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여건 인식 (관광시설)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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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여건 인식 (항공편 현황)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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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화와 여가

11-2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여건 인식 (도내 관광교통 여건)

(단위 : %,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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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 단위：건, %, 명)

출처：제주지방경찰청
주1：2012년부터 법인체 추가
주2 : 2014년부터 범죄 구분이 일부 변경됨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풍속범죄 = 성풍속범죄, 도박범죄
특별경제범죄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저작권법 등
기타범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등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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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12-1.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계속)

( 단위：건, %, 명)

출처：제주지방경찰청
주1：2012년부터 법인체 추가
주2 : 2014년부터 범죄 구분이 일부 변경됨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풍속범죄 = 성풍속범죄, 도박범죄
특별경제범죄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저작권법 등
기타범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등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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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범죄사건 처리기간

( 단위：건, %)

출처：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726

727

12. 안전

12-2. 범죄사건 처리기간 (계속)

( 단위：건, %)

출처：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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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경찰관 1인당 인구수

( 단위：명)

출처：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 기획예산계
주：각 경찰서별 지구대/파출소의 관할지역은 법정동으로 분류되며, 동별 인구수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분류됨(주민등록인구, 외국인 포함)관할지역
과 동별인구 분류 기준의 차이에 따라 제주서부/동부경찰서 지구대의 경우 관할지역 인구 수가 일부 중복됨(오라동 1~4통, 6~7통은 제주동부
경찰서 오라지구대 관할이며, 오라동 5통, 7통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관할지역임)

728

729

12. 안전

12-4. 순찰 차량 수

( 단위：대 )

출처：제주지방경찰청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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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주요범죄 재범률

( 단위：건)

출처：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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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12-5. 주요범죄 재범률

( 단위：건)

출처：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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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마약류 범죄 체포자 수

( 단위：명)

출처：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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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12-7. 외국인에 대한 국내 범죄 발생 현황

( 단위：건)

출처：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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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무인감시시스템 설치 현황(제주도청)

( 단위：개)

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
주：지역내 기관별, 용도별로 운영 관리하던 CCTV 2000여대를 관제센터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2013년 시스템 구축

734

735

12. 안전

12-8. 무인감시시스템 설치 현황(제주시청)

( 단위：개)

출처：제주시청
주：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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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무인감시시스템 설치 현황(서귀포시청)

( 단위：개)

출처：서귀포시청
주：2015년 기준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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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12-9.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 수

( 단위：건, 명)

출처：제주지방경찰청,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자동차등록대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자료를 이용
1) 자동차 1만대당 발생건수 =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자동차등록대수 x 10,000
2)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 교통사고로인한 사망자수/주민등록인구 x 100,000
3) 인구 10만명당 부상자수 = 교통사고로인한 부상자수/주민등록인구 x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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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건수

( 단위：건)

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경찰DB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검색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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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12-10.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건수 (계속)

( 단위：건)

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경찰DB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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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상자 수

( 단위：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재과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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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12-12.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 단위：백만원)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재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4장 2015년 통계표

12-13. 화재발생 건수당 사상자 수

( 단위：건,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
주：화재발생 건수당 사상자 수 = 사상자 수/화재발생 건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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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12-13. 화재발생 건수당 사상자 수 (계속)

( 단위：건, 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
주：화재발생 건수당 사상자 수 = 사상자 수/화재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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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화재발생 건수당 피해액

( 단위：건, 천원)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
주：화재발생 건수당 피해액 = 피해액/화재발생 건수

744

745

12. 안전

12-14. 화재발생 건수당 피해액 (계속)

( 단위：건, 천원)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
주：화재발생 건수당 사상자 수 = 사상자 수/화재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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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소방관 1인당 인구수

( 단위：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주：1) 소방관 1인당 인구수 = 각 소방서 관할 지역 총인구수(외국인포함)/
소방관수제주소방서 - 제주시 19개동, 1면(추자면)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시 12개동
서부소방서 - 제주시(한림읍·애월읍·한경면), 서귀포시(대정읍·안덕면)동부소방서 –
제주시(구좌읍·조천읍·우도면), 서귀포시(성산읍·남원읍·표선면)
2) 소방본부 및 합의제행정기관 제외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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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12-15. 소방관 1인당 인구수 (계속)

( 단위：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주：1) 소방관 1인당 인구수 = 각 소방서 관할 지역 총인구수(외국인포함)/
소방관수제주소방서 - 제주시 19개동, 1면(추자면)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시 12개동
서부소방서 - 제주시(한림읍·애월읍·한경면), 서귀포시(대정읍·안덕면)동부소방서 –
제주시(구좌읍·조천읍·우도면), 서귀포시(성산읍·남원읍·표선면)
2) 소방본부 및 합의제행정기관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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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직장 또는 일터 내 산업재해 경험 여부 및 인식 (경험 여부)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48

749

12. 안전

12-16. 직장 또는 일터 내 산업재해 경험 여부 및 인식 (인식)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지난 1년간 무직자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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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안전교육 경험 여부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50

751

12. 안전

12-18. 안전교육 경험 분야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안전교육 경험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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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안전교육 희망 분야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752

753

12. 안전

12-20.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안보)

(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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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자연재해)

(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754

755

12. 안전

12-20.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건축물 및 시설물)

(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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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교통사고)

(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756

757

12. 안전

12-20.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화재)

(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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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먹거리)

(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758

759

12. 안전

12-20.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정보 보안)

(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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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신종 감염병)

(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760

761

12. 안전

12-20.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범죄 위험)

(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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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 (전반적인 사회 안전)

( 단위：%, 점)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잘모름 제외)

762

763

13. 사회참여

13-1.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 단위：%, 천원)

출처：안전행정부 재정고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자치단체펼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 지방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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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중점 추진 정책 (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64

765

13. 사회참여

13-2. 중점 추진 정책 (1순위) (계속)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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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중점 추진 정책 (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66

767

13. 사회참여

13-2. 중점 추진 정책 (1+2순위) (계속)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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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기부활동 (참여 여부)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68

769

13. 사회참여

13-3. 기부활동(참여경로-다중응답)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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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기부문화 확산 (1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70

771

13. 사회참여

13-4. 기부문화 확산 (1+2순위)

(단위 :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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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주지역 자원봉사자 수

( 단위：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772

773

13. 사회참여

13-6. 제주지역 자원봉사 단체 유형

( 단위：개)

출처：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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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참여율, 다중응답)

( 단위：%)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74

775

13. 사회참여

13-7.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참여 횟수)

( 단위：회)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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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등록사회 단체 수

( 단위：개)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776

777

13. 사회참여

13-9. 등록사회 단체 회원 수

( 단위：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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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사회단체 참여 여부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78

779

13. 사회참여

13-10. 사회단체 참여 여부 (참여단체-다중응답)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사회단체 참여 응답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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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삶의 만족도(개인적 측면)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80

781

13. 사회참여

13-11. 삶의 만족도(관계적 측면)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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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삶의 만족도(집단 측면)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82

783

13. 사회참여

13-12. 감정상태 (즐거운 감정)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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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감정상태 (행복한 감정)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84

785

13. 사회참여

13-12. 감정상태 (편안한 감정)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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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감정상태 (짜증나는 감정)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86

787

13. 사회참여

13-12. 감정상태 (부정적인 감정)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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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감정상태 (무기력한 감정)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88

789

13. 사회참여

13-13. 제주도민으로서의 자부심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응답거절자 제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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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응답거절자 제외)

790

791

13. 사회참여

13-15. 다문화 관련 인식 (인구문제 해결 측면)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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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다문화 관련 인식 (결혼이민자 정책 측면)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792

793

13. 사회참여

13-15. 다문화 관련 인식 (일자리 위협 인식 측면)

( 단위：% )

출처：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BASE : 전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제5장 OECD국가간 비교통계표

1. 인구증가율

(단위 : %)

자료 : OECD(2014)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_18147364;jsessionid=4nmpjn3497ipo.x-oecd-live-02(ocedfactbook(2014) – Population and Migration - Population growth rates)

796

797

2. 자연증가율

(단위 : 천명당)

자료 : http://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ALFS_POP_VITAL&lang=en(Demography and Population > Population Statistics >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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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인구

(단위 : 천명)

자료 :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POP,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LFS_SUMTAB(OECD's iLibrary >
Labour > Labour Force Statistics > Annual Labour Force Statistics > ALFS Summary tables)

798

799

4. 합계출산율

(단위 : %)

자료 : http://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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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수명

(단위 : 세)

자료 :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800

801

6. 고용률

(단위 : %)

자료 : http://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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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률

(단위 : %)

자료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35&conn_path=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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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액

(단위 : 100만달러)

자료 :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2KAAG01&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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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비자물가 증감률

(단위 : %)

자료 :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2KAAC02&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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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구 10만명당 병상수

(단위 : 개)

자료 :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2KAAC02&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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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구 1,000명당 의사수

(단위 : 명)

자료 : OECD(2014) http://data.oecd.org/healthres/docto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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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터넷 이용률

(단위 : %)

자료 :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2KAAG01&conn_path=I2&Path=Nsp,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27&tblId=DT_MH001_MI006&vw_cd=MT_ZTITLE&list_id=164_12005_003&seqNo=&lang_mode=ko&lan guage=kor&obj_
var_id=&itm_id=&conn_path=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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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살률

(단위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자료 : http://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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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흡연율

(단위 : %)

자료 : http://stats.oecd.org/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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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총조사인구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11월 1일 0시 현재시점)에서 파악된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 하는 인구(외국인 포함)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통태율(출생, 사망, 이민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로
추계한 인구임. 추계 방법에는 수학적 방법과 조성법이 있는데 조성법을 이용하였음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연도의 연앙추계인구가 총조사인구와 상이한 이유는 총조사에서 인구의
누락 또는 중복분을 수정 보완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임

	 인구성장률(인구증가율)
		 •인구성장률은 출생,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율과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율의 합으로 특정
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율임
		 •인구성장률 = (Pt - Pt-1) / Pt-1 × 100(단, Pt는 t년 인구, Pt-1은 t-1년 인구)

	 인구밀도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당 총인구수를 말함
				

인구밀도 = 총인구/총면적(㎢)

	 생산가능인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만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파악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만15세 이상 64세 이하를 생산가능인구로 정의함

	 총부양비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 인구(0~14세 인구와 65세이상 인구의 합)의
비율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총부양비 = 0~14세인구 +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 × 100
유년부양비 = 0~14세인구 /15~64세인구 × 100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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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지수
		 •연소층 인구(0~4세)에 대한 노령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
동 지수는 증가함
				

노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0~14세인구 × 100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 한 사회의 출산수준을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유용한 단일 지표임
49

				

� (ASFR)i
합계출산율 = i-15
1000

	 연령별 출산율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가임연령층(15~49세)의 여성을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해당연령층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 한 사회에서 연령층에 따라 출산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결혼연령, 연령별 유배우율, 연령별
피임 실천율에 크게 영향을 받음
				

연령별출산율 = 모의연령별출생아수/당해연령별여자인구 × 1000

	 조출생률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총인구 (7월 1일 연앙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임
				

조출생률(%) = 특정1년간의출생아수/연앙인구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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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망률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 총사망자수를 당해연도의 총인구(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임
					

조사망률(%) = 특정1년간의사망자수/연앙인구 × 1000

	 연령별 사망률
		 •특정 연령의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년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
낸 것으로 어떤 특정 연령층에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
					

연령별사망률(%) = 특정연령의사망자수/특정연령의연앙인구 × 1000

		 •조사망률 및 연령별 사망률 계산시 일반적으로 1,000 분비를 사용하나, 100,000분비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망원인 결과분석에서는 사망원인별 사망률 계산과의 일치를 위해
100,000분비를 사용함

	 성별 사망률
		 •특정성별의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년도의 성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특정성별에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
				

성별사망률(%) = 특정성별의사망자수/특정성별의연앙인구 × 1000

	 인구이동
		 •이동현상
			 - 전입：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전출：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특정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경우를 전입초과,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는 전출초과임
			 - 시도내 이동：이동전과 이동후의 시도는 같고 행정 읍면동이 다른 이동
			 - 시도간 이동：시도를 달리하는 이동(이동전과 이동후의 시도가 다른 경우)
			 - 전입률 = 전입자수/연앙인구 × 100
			 - 전출률 = 전출자수/연앙인구 × 100
			 - 순이동률 = 순이동자수/연앙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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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일반가구
			 -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5인 이하 가구)
			 - 1인가구
		 •집단가구
			 - 집단시설가구：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등 사회시설에서 생활하는 가구
			 -비혈연 6인이상가구：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분산가족
		 •직장, 학업 등을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족

	 조혼인율, 조이혼율
		 •조혼인율：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년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조이혼율：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년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조혼인율(%) = 특정1년간의 총혼인건수/연앙인구 × 1000
조이혼율(%) = 특정1년간의 총이혼건수/연앙인구 × 1000

	 다문화 가족(가정)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다문화가족지원법」
제2 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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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소비
 월평균 가구소득
		 •지난 1년 동안의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실수령이 아니라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총 가구소득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1년 동안의 총 소비지출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모든 가족원의 지출 합계이며, 소멸성
보험(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은 포함하나, 저축성 연금, 연금 등은 제외함

	 가계부채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마련, 가계생활비 마련 등과 같이 순수한 가계용
부채로써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한 부채액을 말함 - 금융기관 대출, 직장대출, 사채,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계탄 후 불입 해야 할 돈, 외상 및 할부액(신용카드 미결제금) 등이 포함됨

	 어선
		 •동력선은 추진기관을 선체에 고정한 어선을 말하며, 무동력선은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함
		 •동력어선의 톤수는 선박의 총 용적을 표시한 총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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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지역내 총생산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구
		 -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
				

1인당 GRDP = 경상GRDP/연앙인구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만15세이상인구 × 100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말함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고용률 = 취업자/만15세이상인구 × 100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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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직업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2) 임시근로자：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3) 일용근로자：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자영업자
			1) 자영자：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2) 고용주：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주일에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농림어업
		 •농가 인구
			 -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친인척 등을 말하며, 농업 고용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농업과 관련 되면 포함됨
		 •농가 소득
			 - 농가 정의에 부합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 이외 소득),
이전 수입을 합산한 금액
		 •농가 순소득
			 -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산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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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
			 -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하며
농업조수입 (농산물 판매수입, 생산물 중 자가소비 평가액, 대동식물 증식액, 재고농산물
증감액)에서 농업경영비 (농업지출현금, 현물지출 평가액, 농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재고
생산자재 증감액)를 차감한 금액
		 •어업 가구
			 -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에 1개월 이상 해면에서
수산동 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어가 인구
			 - 조사기준일 현재 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 그리고 어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살았거나 1개월 미만 살았지만 앞으로 계속 같이 살 사람
		 •어업종사가구원
			 - 조사기준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에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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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학생현황
		 •각급 학교 학생수：각급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을 나타내는 양적지표로 휴학자를 포함한 총재적
학생수임
		 •여학생 비율：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임
		 •총인구에 대한 학생비율：총 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학생인구비율임

	 교원현황
		 •교육자원에 대한 중요한 양적 지표임
		 •교원수는 재직 교원(휴직자 포함)임
		 •교원수에서 기간제교사는 포함하고 조교,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은 제외하였음

	 학급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급별 학생수를 학급수로 나눈 수치로 학생수는 재적(在籍) 학생수(휴학자
포함) 기준임
				

학급당 학생수 = 총학생수/총학급수

	 교원1인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는 학생수를 교원수로 나눈 수치임
				

교원1인당 학생수 = 총학생수/총교원수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교육열을 나타내는 지표임
				

진학률= 상급학교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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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률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대상자는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와
군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사람을 말함
				

고등학교졸업생취업률= 취업자수/(졸업생수-진학자수-군입대자수) × 100

		 •전문대 및 대학교(원)졸업생 취업률
			 = (건강보험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
{졸업자–(진학자+취업불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 100

	 학업중단율
		 •각 학교급별로 사망,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유학ㆍ이민 그밖에 기타 사유로 인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임

	 장학금 수혜학생
		 •각 학교급별로 정부, 지방 및 기타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수의 비율임
			 ※ 학비감면자(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를 감면 받은 학생)는 제외함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기술혁신,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설비에의 투자를 말하며 유형고정자산취득을
위한 투자 비율을 말함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 (지역내총생산/연구개발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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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 및 체육
 의료 기관
		 •환자를(에게)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이 포함됨

	 의료 인력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자료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로 구분하여 1인당 인구
			 - (연앙추계인구)수로 지표를 작성함. 동 지표는 보건인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긴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있음
			 ※ 의료 인력은 면허등록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로 실제 활동 중인 의료 인력수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제 활동 중인 의료인력 역시 자료 파악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사망원인별 사망률
		 •인구 100,000명당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등 질환 별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말함

	 비만율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며 BMI는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주원인임
				

비만율 = 체질량지수 25kg/㎡이상인사람의수/만19세이상대상자수 × 100

	 자살률
				

자살률 = 자살자수수/연앙인구 × 100,000

			 ※ 인구십만명당 자살률은 5세이상의 인구를 인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통계이며 과거 시계열 조정
(미신고 된 자살건수 조정 등)을 하기전 수치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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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주택형태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 주택을 말함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
주택 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함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함. 다세대주택은 세대(가구) 별로
분리하여 각각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 영업(사무실)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도로현황
		 •포장율：전 도로연장에 대한 포장 도로연장 비율(%)

	 주차장
		 •노상주차장：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 나누어 지는데, 노상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사용을 위해
마련된 것을 말함
		 •노외주차장：도로 위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지역 이외의 장소에 마련된 주차장

	 대중교통이용
		 •대중교통이란 노선버스(시내, 좌석, 마을, 고속, 시외버스), 도시철도(전철, 지하철), 기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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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와 통신
 가구내 컴퓨터 보유율
		 •가구 중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넷북, 태블릿PC 포함) 등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스마트폰(Smart Phone)
		 • 컴퓨터와 같이 범용 운영체제(OS)를 탑재하여 애플리케이션(모바일앱)을 자유롭게 설치 및
동작 시킬 수 있는 고기능 이동전화를 말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미니홈피,
커뮤니티 (카페/클럽)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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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
 (하천)수질오염도
		 •수소이온농도：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용존산소량(DO)：하천, 호수 따위의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 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로, 깨끗한 하천에서는 7~10ppm(part per million, 백만분의 일) 정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어떤 물속의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
안정시키는 데 요구되는 산소량으로 물의 유기오염의 지표 중 한가지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물속의 유기물 등 오염이 되는 물질을 산화제로 산화시키는데 요구
되는 산소의 양으로 하천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수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종：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80톤 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 이상
		 •2종：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이상 80톤 미만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
		 •3종：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10톤 이상 20톤 미만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
미만
		 •4종：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2톤 이상 10톤 미만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그 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사용량을 기준함

	 폐기물 재활용량
		 •기물의 종류
			 1) 가
 정생활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정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3)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4)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 폐
 기물 처리방법별로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양의 합
			 - 가정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법은 매립,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을 계절별 표본조사를 통해 평균처리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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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폐기물 발생구분
				재활용품 분리배출：종이류 유리병류 등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남은 음식류 폐기물을 재활용을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된 폐기물
			 2)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매립：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 연간 매립량에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을 곱한 양
소각：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 연간 소각량에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을 곱한 양
재활용：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 배출한 연간
폐기물양

		 •폐기물 발생량
			 - 폐
 기물 처리방법별로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양의 합
			 - 가
 정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법은 매립,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을 계절별 표본조사를 통해 평균처리비율 산정

	 신재생에너지
			 - 석
 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등 종래 사용되어온 에너지 이외에 장차 기술개발에 의하여
공급이 가능하게 될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동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석탄
전환연료 등을 말함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총 발전량 × 100

	 상수도 보급률
		 •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백분율로서, 여기에서 급수인구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급수 시설이 정비된 지역 내에 거주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를 의미함
		 •상수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도로서 물값을 지불하는 경우를 말함
				

상수도 보급률 = 상수도급수인구/총인구 × 100

			 ※ (총인구 ：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당해 행정구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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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보급률
			 : 총
 인구에 대한 하수도서비스 수혜인구의 백분율로서, 오염에 의한 부하를 줄이려는 노력을 나타
내는 지표인 동시에 공중위생 관련한 기본적인 지표
				

하수도 보급률 = 총하수도처리인구/총인구 × 100

	 친환경 전기자동차
			 : 자동차의 구동 에너지를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가 아닌 전기에너지로
부터 얻는 자동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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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지
 독거노인
			 : 노인이 속한 세대를 구분하는 범주의 하나이다.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함
				

독거노인 비율 = 독거노인수/총노인인구수 × 100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노인인구 중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파악하는 지표임
				

노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노인기초생활수급자수/총노인인구수 × 100

	 기초노령연금(신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선정하여 정부가 국가재원(조세)으로
매월 일정액(약 9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시설별 시설 수 및 연도별 입소하는 노인수를 파악함
		 •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노인요양시설
			 - 치
 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 시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 시설로 구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
 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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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정책
		 •노인일자리사업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재가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등 각종 공공 돌봄서비스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 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뜻함

	 소년소녀 가장 가구 수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
		 •정부에서 생계,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학업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보육기관
		 •어린이를 보호하며 기르는 곳으로 늘어나는 보육수용에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90년부터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보육
사업을 추진함
		 •국·공립：나라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
		 •민간：민간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보육시설
		 •직장 내：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직장 내에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보육시설
		 •가정：규모는 작으나 가정에서 자신의 아동과 같이 또는 소수의 인원을 보육

 결혼이민자
			 : 체류 외국인 중 국민배우자, 결혼이민(F-2-1, F-5-2, F-6)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외국인고용조사에서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영주 체류자격의 국민배우자(F-5-2)는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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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현황으로 국가·지자체인 2개소(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 준수는 제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의무고용준수사업체/의무고용대상사업체 × 100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구분됨
		 •지체장애：수족이나 기타 지체의 절단 또는 마비로 인한 지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시각장애：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 물체를 식별하는 시력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청각장애：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함으로써 커뮤니 케이션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말함
		 •언어장애：동일지역에 사는 같은 연령인 자에 비하여 언어의 이해력,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임
		 •신지체장애：정신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자임. 선천적인 경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다운증후군, 유전성 및 기타 등이며, 후천적인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와 사고로 인한
경우로 나누어 짐

 사회복지 예산규모
			 : 제주도의 예산에서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국민연금
			 : 국민의 기본생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급선무로 시작하여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임(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각각 전체인구(7월1일 연앙인구)중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파악하는
지표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총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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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수 및 종사자 수
			 : 시설 및 종사자수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 34조, 아동복지법 제 16조, 노인복지법 31조, 모자
복지법 19조 등에 의한 시설수 및 동 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수임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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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화와 여가
 도서관(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및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4항)

	 도시공원
			 : 도시 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을 말함 <※ 도시공원을 그 기능에 따라 세분하면 아래와 같음>
		 •도시자연공원
			 -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규모는 10만㎡이상을 말하며, 유치거리에는 제한이 없음
		 •근린공원
			 - 주로 근린주거자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등이
있음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유치거리 250미터
이하, 1,500㎡이상의 규모를 필요로 함
		 •묘지공원
			 - 묘
 지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으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10만㎡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며 유치
거리에는 제한이 없음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하며, 1만㎡이상 규모로 유치거리에는 제한이 없음

	 공공 체육시설수 및 면적
		 •공공체육시설의 정의
			 - 체육시설은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 민간, 학교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공체육
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한국
마사회 등 공공법인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운영하는 시설 (동네
체육시설과 시·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소관학생체육관, 학생수영장 등 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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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준
			 1) 간
 이운동장：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 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근의 동네체육시설
			 2) 축구장：길이 100~110m, 폭 64~75m(국제경기규격)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축구경기 가능
시설로서, 육상경기장 내의 축구경기장은 제외)
			 3) 야구장：본루로부터 1, 3루측 야외거리가 98m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4) 수영장
			 - 경
 영풀：폭 25m, 길이 50m 8레인으로 레인폭은 2.5m 이상(1레인과 8레인 수영조벽과 폭 0.5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 다이빙풀：폭과 길이가 25m×33m, 수심 5m
			 - 비정규：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5) 육상경기장：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의 육상트랙과 필드(축구경기장)를 갖춘 경기
시설로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경기장 등으로 일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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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범죄발생 건수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풍속범죄 : 성풍속범죄, 도박범죄
		 •특별경제범죄 :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 저작권법 등에 의한 범죄
		 •마약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범죄
		 •보건범죄 :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범죄
		 •환경범죄 : 해양환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범죄
		 •교통범죄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한 범죄
		 •노동범죄 :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범죄
		 •안보범죄 :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범죄
		 •선거범죄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 의한 범죄
		 •병역범죄 : 향토예비군설치법, 병역법 등에 의한 범죄
		 •기타범죄 : 공무방해에관한죄, 명예에관한죄 등에 의한 범죄)

	 범죄사건 처리기간
		 •범죄사건 처리기간검거기간으로는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등으로 나누어 형법범과 특별법범중 주요 범죄에 대한 시간별
분포를 파악함

	 경찰관 1인당 인구수
		 •각 연도말 기준, 각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별 경찰관수를 관할구역 내 총 인구로 나누어 계산
		 •경찰관 수에서 전경, 의경은 제외하였으며,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재외공관, 국립경찰
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청 등의 본청 및 직속기관 정원수는 포함됨. 경찰서
수에는 지방청은 포함되지 않았고 1995년부터 지서가 파출소에 통합되어 파출소 수에 지서
및 출장소 10개소가 포함됨
				

경찰관 1인당 인구수 = 관할구역 총인구수/관할구역 경찰관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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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출소 순찰 차량
			 : 순찰차량수는 고속, 교통, 방범차량, 이륜차를 제외한 112차량만 포함됨

	 외국인에 의한 국내 범죄 발생 건수
			 : 외국인 범죄는 범죄의 주체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진 범죄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청소년 범죄자
			 : 총 범죄자수에서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년범죄(19세 이하)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지표임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와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를 말하며 경찰 교통사고처리 자료를 근거로 함
		
		
		
		

•사망：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임 (1999년까지는 72시간 내 사망)
•중상：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임
•경상：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임
•부상신고：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임.

			 - 따라서 여기서의 사망과 보건부문에서 나오는 사망원인(선행사인에 의한 사망)과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소방관 1인당 인구수
		 •각 연도 말 기준, 소방서별 소방관 수를 관할구역 내 총 인구로 나누어 계산
		 •소방관에 의용소방대원은 제외되고, 고용직 및 기능직은 포함됨
				

소방관 1인당 인구수 =

관할구역 총인구수/관할구역 소방관수

	 소방차 1대당 인구수
			 : 소방자동차에는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무인방수탑, 고가차, 굴절차, 조명차, 배연차,
구급차, 지휘차, 위성중계차, 장비운반차, 트레일러, 견인차, 화물차, 굴삭기, 이동안전체험차,
영상홍보차, 순찰차, 진단차, 행정차, 기타차, 오토바이, 소방헬기, 소방정, 구조정이 포함
				

소방차 1인당 인구수 =

관할구역 총인구수/관할구역 소방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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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참여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입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함)
				

지방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세외수입/세입총액 × 100

	 등록사회단체 수
		 •제주도에 등록된 법인, 비법인 시민단체 수

	 자원봉사 참여율
		 •15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 참여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2가지 이상의 봉사활동을 모두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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