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

민선7기 1년 공약사업 주요 성과
1

일자리 분야

❍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 1,968명, 더 큰 내일센터 추진, 청년수당 지원

「

」

❍ 전국 최초, 제주 일하는 청년 3종 시리즈 사업 추진 :

개 기업 1,567명 지원

787

❍ 제주형 생활임금제 확대로 생활보장형 임금체계 유도
- 제주형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 준공공부문 확대 시행(‘19.1.1)

2

환경분야

❍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환경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
- 생활환경 관리체계 구축: 소각(매립)폐기물 9.5%↓, 재활용품 수거량 14.2%↑
-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구축

❍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초석 마련
- 악취관리지역 지정(59개소 561,066㎡) 및 제주악취관리센터 개소(‘18.9)

3

보건복지 분야

❍ 상생적 복지로의 전환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복지부 선도사업 선정(‘19.4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시행(‘19.3월)

❍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정책 추진
- 치매전담 공립 요양시설 2개소 확충,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설치(2개소)

❍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자립생활 기반 마련
- (전국 최초)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공보육 강화 추진
- 수눌음 육아나눔터 육성(31개소), 보육 보조교사 지원(591명)

4

주거/생활환경 분야

❍ 1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제주형 주거복지’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 추진: 20개지구 4,867세대
- 주거지원사업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주거복지센터 구축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시행
- 원도심 김영수 도서관 준공(‘18. 12), 2018 뉴딜사업 2개소 선정(남성마을, 대정읍)

5

1차산업 분야

❍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인 복지강화를 통한 농가경영 안정 도모
- 채소가격안정제 및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농업인 월급제 시행
- 청년 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등
- 소비자 중심 감귤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 어촌활력 제고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반 조성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50억),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상향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지원,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6

미래산업 분야

❍ 제주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 4차 산업혁명 1호 전략펀드 조성(150억원),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 탄소없는 섬 구현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 공공자원(풍력)개발 이익의 도민공유 확산,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7

교통분야

❍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제도 도입
- (전국최초)차고지 증명, 렌터카 총량제 도입, 주차수요관리 본격시행

❍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제주형 행복택시 성공적 안착
-‘18년 대중교통 이용객 10.8%증가･62백만명 돌파, 읍면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