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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약속한

2016년 사회지표로 본

도민과 함께 이룬 민선6기

원희룡 공약 성적표.

제주의 모습.

제주도정 평가.

제주가 직면한

위기 진단과 해법.

경제성장, 관광객 증가, 인구유입 등 급격한 제주 성장통에 대해
기존의 관행을 답습, 혁신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도민사회 갈등 초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시작 → 난개발, 개발과 보전의 가치충돌
관광, 투자유치 등 양적성장에 치중 →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
주거, 교통, 하수, 쓰레기 등 인프라 투자 부족 → 도민 생활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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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미래 중심

원칙·기준 제시
상생 모델 구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 등 제주공동체 분열
제주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

도지사 선거시 공무원 줄서기 반복 등 공직사회 편가르기 만연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 집중 표출, 여론화
① 행정의 민주성 약화 : 도에 권한 집중
② 행정에 주민참여 약화 : 지역문제에 주민의 폭넓은 참여 제한
③ 행정서비스 질 저하 : 행정서비스 공급 독점 → 행정시 간 경쟁의식 결여

무분별한 중국자본 유입, 부동산 개발 투자유치 등 투자정책 난맥

부동산광풍,
주택문제, 상하수도 처리능력 포화, 대중교통 불편, 주차난 등
단기적 도시정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흡
중산간, 곶자왈 난개발 등 구호에 그친 ‘선보전 후개발’ 원칙
저가관광, 수용태세 미흡 등 양적 성장에 치우친 관광정책

제주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비정상적 관행을 혁신,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원칙과 기준 제시
제주의 청정환경은 지키면서 투자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모델 구축
도민의 삶의 질과 주도권을 높이는 민생중심, 미래 중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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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변화와 성과.

제주발전의 원칙과 기준 정립
민선6기
출범1년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깨끗한 도정에 대한 신뢰 회복
- 편 가르기 없는 공직,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제주미래비전 제시

개발과 보전의 가치충돌  청정과 공존의 성장체계로 전환
전국 유일의 메르스 청정지역 유지, 관광위기 극복사례 등

제주성장통을 극복, 도민주도권 확립
민선6기
출범2년

전국 1위 성장률 · 고용률에 불구하고 제주팽창에 따른 생활쓰레기, 주거,
불합리한 대중교통 문제 등에 대해 도민 행복도 향상에 중점
 삶의 질과 도민 행복도를 높이는데 도정 정책역량 집중

제주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경제순환시스템 확립
- 공공기관 · 공기업 일자리 확충, 투자 연계한 도민고용 이행, 마을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대한민국을 바꾸는 제주정책 완성
민선6기
출범3년

기존에 정립한 원칙과 기준의 기반위에 중장기 정책에 대한 성과 결실
 농지전수조사(농지처분이행), 대중교통체계 개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술공간 이아, 도지사공관활용 어린이도서관 개관 등
대한민국과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신성장 동력사업 본격 추진
 전기차 연관산업, 질적관광/스마트관광 인프라(WiFi) 구축, 코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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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민선6기 제주도정의 정책추진 원칙

일자리
제주투자와 연계한 안정적
일자리, 제주형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투자

환경보전

환경보전,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의
3원칙 정립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주 난개발 방지

문화관광

도민복지

문화관련 예산지원
3% 달성 추진 및
질적관광으로 전환 등

제주성장에 걸맞는
전국 최고의
복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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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주요
지표로 본
변화

621

2014

661(증6.4%)

2016
(단위 : 천명)

관광객
2014
2016

외국인 관광객

12,173
15,853(증30.2%)

(단위 : 천명)

1인당 GRDP

재정 자립도

2015

33.7%

29.6%

23,172
26,280(증13.4%)

3,603(증9.2%)

2016

(단위 : 천명)

2013

3,328

2014

2014

2017

(증13.8%)

(단위 : 천원)

예산
2014
2016

지방세

39,531
47,145(증19.3%)

2014
2016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수출액

사업체 수

2014
2016

106,415
128,994(증21.2%)

(단위 : 천불)

9,094

2014
2016
(단위 : 개)

제주도민 임이 자랑스럽다 94.6% (‘16. 제주사회조사)
민선6기 정책, 잘했다 85.1% (제민일보, ‘16. 7.)
주민생활만족도 전국 2위 (리얼미터, ‘17. 5.)
공약평가 3년 연속 SA등급 (‘14.～‘16.)
정부합동평가 최초로 道部 1위 (‘16)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 사상 최초 1등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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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1(증51%)

51,727
55,169(증6.6%)

도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통치(統治)  협치(協治)로 전환

민선6기
혁신정책
(성과)

대한민국 유일, 25년 도민숙원인 제2공항 건설 입지선정
100년 제주를 내다보는 청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제주미래비전 수립
경제·일자리 정책강화로 경제성장률, 고용률 전국 1위
대한민국 최초로 투자기업·도민간 상생협력모델구축 (도민고용 80%이상,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최저임금의 130%이상) 도입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주형 ‘투자유치 3대 원칙’ 천명
① 환경보전 ② 투자부문간 균형 ③ 미래제주발전에 합당한 투자

동서남북 ‘제주 4대 균형발전’ 청사진 완성
① 동부(제2공항) ② 서부(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③ 남부(강정크루즈항) ④ 북부(신항만 등)

대한민국 최고수준인 ‘문화예산 3%’ 정책 도입 (전국 평균 1.69%)
일본의 ‘아마’ 제치고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제주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정립
① 저가관광개선 ② 개별관광객 확대 ③ 관광시장 다변화

제주농업성장 50년을 위한 4대 농정혁신시책 도입
① 감귤혁신 ② 월동채소 작부체계혁신 ③ 농지기능 정상화 ④ 축산 냄새저감

2025년까지 10만호 공급 등 제주형 주거복지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도입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구체화
교육과학시스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코딩교육 도입,
교육 전출금 확대(3.6% → 5%)
대한민국 최초로 건물 없는 ‘스마트 가상복지관’ 운영 및
ICT 융복합(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
인구 100만 대비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쓰레기· 상하수도 수급혁신

09

민선6기 3년

분야별 성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

12

도민의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생활정책

20

더 큰 미래를 향한 제주의 성장동력

26

제주의 제1가치 청정환경 보전

30

제주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정책

36

제주공동체를 완성하는 현장중심 복지정책

44

다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제주 문화예술

50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질적관광

56

안전한 도민, 행복한 제주사회 건설

60

협치의 정신을 담은 생산적 행정 추진

66

민선6기 3년 성과보고서

경제일자리

12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
일자리와 기업활동의 기회를 제주도민의 성장과 연계,
도민 주도권을 높이는 경제생태계 조성

좋은 일자리,
활기찬 서민경제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정착
도민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규모 투자 → 인력양성 → 도민채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
신화역사공원 운영인력 80%이상 도민(5천명 중 4천명) 채용 등
도 정규직, 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등 좋은 일자리 확대 : ‘16년 627명

새 정부 일자리 국정기조에 맞춘 제주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5개 분과위, 30명으로 구성(‘17. 3.) : 제주형 일자리정책 추진
민간, 공공, 사회적일자리, 인력양성,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임금향상

지역경제 활성범도민위원회 운영, 메르스로 인한 피해 최소화
비상경제회의 운영(주2회) 및 도 보유 자금 적극 지원
MERS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등 4개분야 1,114억원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 148개 업체, 304억원 지원

국내 지자체중 최고의 성장 : GRDP성장(‘15년 4.5%) 전국 1위
성

과

‘15, ‘16년 2년 연속 서비스업생산 및 소비판매 증가율 전국 1위
고용률 전국 1위, ‘16년 고용(취업자수) 증가율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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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일자리

민선6기 일자리 창출실적

52,564명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시범도시 추진
사회적 경제 제도완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범도시 조성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제정(‘14. 12월), 사회적 경제발전계획 수립(‘16. 4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 · 운영(‘17. 4월) : 직원채용 10명
‘14~‘16년 제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 228기업 · 1,049명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 28업체 · 158품목
3년 연속(‘14~‘16년)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구매율 전국 시도 1위

01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개소식
0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 운영

01

14

02

전국 최고의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시행
‘17년 9월부터 전국 최고수준(30%이상) 생활임금제 시행
1인당 임금 연 21백만원 인상효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 시행)

근로자 복지증진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정책 추진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수눌음 공동선언 (‘16. 10.)
근로자 권익 신장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업무협약 체결(11개 기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제주 최초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개관 · 운영 (‘17. 5.)
노동법률상담, 비정규직 지원 정책 개발,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등

01 노사민정 수눌음 공동선언
02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01

02

민선6기 일자리 창출 실적 : 52,564개 일자리
2014

성

과

6,534개
20,601개

2015

25,429개

20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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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일자리

사회진입 대학생,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람정트랙 수료(300명) → 취업우선혜택 부여, 해외대학연수 200명 등
도-JDC-대학-람정 간 공동협력 체계 구축 : 대학생 3,000명 채용기회 제공(‘17~‘19)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청결도우미 확대운영 : 751명 · 51억원
노인사회활동 및 일자리 창출

4,369명

2014

8,000명

2016

해안환경보호 + 일자리와 연계한 청정 바다지킴이 시행
취약지 해안변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인력 배치 : 170명(25억원)

01

01	신화역사공원 채용면접 행사장
02	청결도우미 발대식
03	제주 바다지킴이 활동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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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육성지원

398.8억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력 및
우수제품 인증제도(JQ) 구축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육성 : 398.8억원 투입(‘14~‘17년)
SNS, 휴대폰 앱과 연계한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주차장, 시설 등 현대화사업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병행 추진
전통시장 특성화 및 지원확대로 10% 매출 증대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력 회복 : 96.2억원 투입(‘14~‘17년)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개발(28종, 매출액 37억원) 및 제주통카드 운영(매출액 1,375억원)
골목상권 특별보증제도 운영, 시설 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청정제주 우수제품에 대한 제주제품 인증(JQ) 제도 운영
제주제품 활용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차별화된 인증제도 구축
원료, 제품생산, 유통 등 평가기준 반영 : 1,000점 中 700점 이상
제주산 원료 사용 → 우수제품 안심구매 → 도민소득 기여의 선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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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일자리

2016년 장애인/여성, 사회적 기업 지원

1,312억원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공공계약 업무 추진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 및 계약업무 투명성 · 공공성 강화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 지원 : (‘14년) 939억원 → (‘16년) 1,312억원
장애인, 여성기업 1회 수의계약금액 : (‘14년) 2천만원→(‘15년 이후) 5천만원
장애인/여성기업 1회 수의계약금액 확대

2,000만원

2014

5,000만원

2015~

대형공사(100억원)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실시
대형공사 8건 / 3,183억원 중
지역업체 도급 22건 / 1,539억원(48.3%)

18

지역업체 도급

제주향토강소기업 지원

22억원
제주경제를 이끌 향토강소기업 및
성장유망중소기업 육성
제주향토강소기업 선정 ·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으로 육성
향토강소기업 발굴 · 지원 : (‘15~‘16년) 10개사 / 2,150백만원

근로자 복지 및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 지원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 (‘14~‘16년) 신규 26개사 / 재선정 31개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및 지원한도 확대(4억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향토강소기업 매출 및 수출액 증가 → 작지만 강한 우량기업으로 성장
매출액 : (‘15년) 898억원 → (‘16년) 1,143억원(27% 증가)
수출액 : (‘15년) 14억원 → (‘16년) 24억원(71% 증가)
성

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6년 신규 고용 창출 134명(10개사) → 기업당 평균 13명 고용
전국최초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시행 : ‘16년 관련 조례 제정
인증제품 21개사 107품목 인증(‘16. 6.~‘17. 3.), ‘16년 매출 8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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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20

도민의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생활정책
제주형 주거복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대중교통체계 등
생활정책이 도민의 눈높이와 행복도를 중심으로 개선

안정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
2025년까지 주택공급 10만호(공공 2만, 민간 8만)의 단계적 이행
※ 공공임대 2만호(국민임대 0.3만, 행복주택 0.7만, 공공임대 1만)
‘16년 민간주택 13,879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4,187호 추진중(도 1,192호, LH 2,202, JDC 793호)
청년세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시행, 주거복지센터 운영

도민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 지원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 118백가구 · 130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1,588가구 · 10.5억원
농어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융자사업 등 : 415가구 · 207억원

무분별한 투기세력으로부터 제주 부동산 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대책 도민신고센터 운영 : 200건 · 10억원 행정처분
제주 제2공항 관련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15. 11.

주
 택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 : 주택청약 1순위 자격에 지역거주기간 6개월에서
성

과

1년으로 강화(‘17. 1월부터 시행)
토지거래량(26,073필지→24,004필지)감소 및 지가하락(1.040%→0.392%)
중국인 보유토지 면적감소(9,796천m2 → 9,716천m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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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탐라문화광장 조성

565억원
주민이 주도하는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추진
대상지역 : 일도1, 이도1, 삼도2, 건입, 용담1동 일원(2.92km2)
원도심의 역사, 문화, 인문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 (200억원)

관덕정광장 및 주변 활성화 사업 : 65억원 투입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제주 원도심의 문화를 담은 탐라문화광장 조성(‘17. 3.) : 565억원
성

과

보
 행환경개선(산지로·관덕로 888m), 생태하천복원(500m), 수경분수(60m),
지하주차장(122면), 광장·공원(4개소), 전망대 등

22

자원순환사회로 발전하는
성공적 자원 재활용 정책 전환
도민과 행정이 함께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 시행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 마련 : ‘17. 3. 6.
음식물 자체처리시설 감량기 보급 : 1,007개소 · 31억원
종이류 수집보상금 지원(20~30원/kg) : 30천톤 · 700백만원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 환경인프라 우선 확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 2,034억원 (‘15~‘19년)
매립시설 2백만m3(35년), 소각시설 500톤/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 262억원 (‘16~‘20년)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 등(130톤/일)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일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 400톤/일 규모

01

0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 시행
0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감도
03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02

쓰레기 매립량 감소 및 재활용품 회수율 증가 (전년 1~3월 대비)
성

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회수량) 37%증가 (일일 평균 86.2톤)
쓰레기 소각량 9% 증가 (일일 평균 18톤)
쓰레기 매립량 27% 감소 (일일 평균 38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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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도시 팽창에 따른
안정적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 전면개선 추진
생물반응조 개량(기존 16계열 → 18계열) : 14천톤/일 증설
가동율 90% 초과 하수처리장 조기 증설 추진 : 대정 · 성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하수처리장 용량 확충 등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
관광객 등 환경변화에 따른 현실성 있는 발생하수량 재산정 · 반영
(당초 기본계획) 350톤/일 → (변경) 457톤 (증 107톤)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에 따른 도민부담을 낮추는 적극적 국고예산 확보
성

과

537억원

2013

876억원

2015

908억원

2017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는
특별교통수단 확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국가유공자 등
운영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인하, 인터넷 및 모바일 예약제, 24시간 운행 등 이용자중심 개선

운행시간 : (기존) 17시간 → (확대) 24시간 · 연중무휴 운행
성

과

이용요금 인하 : 기본요금 1,000원, 요금상한 (기존)8천원 → (인하) 5천원,
기본요금 구간 3km → 5km로 연장

24

30년만의 교통혁신,
100만 인구에 대비한 선진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람 ·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한 청정 · 공존의 가치 실현
(‘14년)업체협약 등 시행준비 → (‘15년~‘16년)개편용역 → (‘17년 8월) 시행 →
(‘17년 9~12월) 상시 모니터링 및 환류

사람 · 대중교통 중심의 제주형 대중교통체계개편 : ‘17. 8월 시행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 : 3개 분야 · 16개 과제
주요내용 : 통행시간 10%감소, 운행횟수 10%증대, 배차간격 10% 단축 등
- 도내 전 지역 시내버스화, 급행버스(12개 노선, 73대) 신설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3개노선(15.3km)/ 동·서광로, 중앙로, 공항로)
- 동·서부 주요 관광지 순환형 버스(2개노선/ 18대) 신설
- 행정시 공영버스 통합 → 공기업 전환 추진 (민영버스는 준공영제 도입)
버스대수 증가(267대 ↑) 및 민영버스 종사자 임금 등 처우개선

저렴한 대중교통 이용 : 도내 전 지역 1,200원, 환승할인 10분 확대
성

과

교통약자(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버스요금 면제 확대 (104천명)
우선차로 시행으로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 및 통행속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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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26

더 큰 미래를
향한 제주의
성장동력
제주의 자연과 IT기술의 결합으로 제주의 청정 환경은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성장 주도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실현 및
4차산업 성장동력 확보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표준
전기차 7,067대(전국의 47.6%), 충전기 5,154기(전국의 46%) 보급
제주도 전기차 이용활성화 조례 제정(‘15. 8월), 전기차 2.0시대 선포(‘16. 9월)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및 전기차 연관산업 집중 육성
신재생에너지 기반 충전인프라 실증사업 : 40억원(‘17~‘18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센터 구축 : 189억원(‘17 ~‘19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풍력발전 상업운전 확대(4개소 · 111MW) 및 해상풍력 추진(6개소 · 595MW)
2030년까지 도내 전략사용량의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2017

366 MW
1,632 MW

2020

4,311 MW

2030

전국 최초 전기차 콜센터 운영 및 민간유료 충전서비스 실시
성

과

전국 최초 감귤폐원지 활용 태양광 발전 보급 : 85개소 · 40MW
전국 최초 풍력발전기금 조성(56억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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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도 전역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구축기반 마련
스마트그리드 전문인력양성 사업 유치 : 제주대학교
매년 전문인력 140여명 배출 (청정에너지 분야 지역인재 양성)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대상지역 선정 : 전국 유일, 2개 분야 확산사업
- 지능형 계량기(AMI) 3,902가구, 건물에너지효율화(BEMS) 3개소 구축

제주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 추진
제주시 중심에서 제주의 동, 서, 남, 북 4대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
사업기간 : ‘17. 2.~‘18. 2.(4개 권역별 발전전략 및 핵심사업 발굴)
4대 권역 : (북부) 공항 · 신항만, (남부) 혁신도시 · 강정크루즈터미널,
(동부) 제2공항, (서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북부권역
사 업 명 : 제주공항 확충
사업기간 : ‘15. 8.~‘18. 10.
총사업비 : 2,640억원

사 업 명 : 신항만 건설
사업기간 : ‘20~‘30
총사업비 : 2조4,520억원

서부권역
사 업 명 : 신화역사공원
사업기간 : ‘06~‘18
총사업비 : 2조4,129억원
사 업 명 : 영어교육도시
사업기간 : ‘08~‘21
총사업비 : 1조9,256억원

동부권역
사 업 명 : 제2공항 건설
사업기간 : ‘16~‘25
총사업비 : 4조8천억원

남부권역
사 업 명 : 강정크루즈터미널 건설
사업기간 : ‘09~‘18
총사업비 : 884억원

사 업 명 : 제주 혁신도시조성
사업기간 : ‘07. 4.~‘17. 12
총사업비 : 2,9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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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제주도민 숙원,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공항예정지 지역주민 현장소통 강화 및 공감대 형성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 전문가상담실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
무한소통, 맞춤형 상담 : 1,891명 · 1,672건 상담 · 의견 수렴

지역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방안 추진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 기본구상용역 : ‘17. 1.~‘18. 1.
공항주변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모델 구축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성

과

냉방전기료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 → 일반가구 5,553가구
토지매수 청구범위 확대(3종 가 지구까지), 방송수신료, 전기요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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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환경

30

제주의
제1가치
청정환경 보전
환경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체계적 보전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통해
제주공동체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을 보호

곶자왈, 오름 등 제주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체계 확립
환경자산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해안변, 오름, 곶자왈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기준 강화, 토지 쪼개기 제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등 환경친화적 제도정비

제주국립공원 지정(확대) 추진
(현행)한라산국립공원 → (확대)제주국립공원(한라산국립공원+도 환경자산)
환경자산 : 한라산국립공원 등 9개 지역(중산간 지역, 해양, 오름, 습지, 하천, 곶자왈, 천연동굴, 용천수)

지속가능한 미래 숲 조성을 위한 재선충병 피해 안정화
2018년 관리 가능한 수준, 2020년 청정지역 선포 목표 추진
재선충병 발생감소 추세 : (‘14년)545천본 → (‘15년) 514천본 → (‘16년) 484천본 → (‘17년) 289천본
재선충 피해지역에 황칠나무, 편백 등 향토 · 경제수종 조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연면적 3,253m2(100억원) 구좌읍비자림 청소년야영장내
성

과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대상사업 규모 강화 :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10만m2→ 5만m2)
대상사업 확대 : 환경부(17개분야 78개사업), 제주도(19개분야 80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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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환경

연간 올레방문객

70만명
제주생태환경과
관광을 접목한
품격있는 생태관광 개발
생태관광 육성기반 마련 및 도민소득 연계 활성화
전국 최초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 ‘15. 10.
정부인증 생태관광지역 육성 :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효돈천 · 하례리마을
노루와 조류, 곤충 등 야생동물 테마 자연생태공원 조성 : 성산읍 일대(30억원) 등

제주올레 주민행복지원사업(‘14~‘16)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

과

6개 마을 핵심관광상품 개발 : 연 70만명 올레방문객 이용

32

도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구축
도민의 참여와 민 · 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
세계환경수도 전략사업 추진 : 3개분야(사회 · 경제 · 환경), 30개 과제
28개 공공기관 · 기업 협력협의회 구성 및 친환경생활 실천 MOU 체결 : ‘16. 3.

제주 주도 국제환경협력 확대로 국제사회에서 제주 위상 제고
제1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성공적 개최 : ‘15. 7. 7~9(40개국 1,120명 참여)
국제기구 공동협력*으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 마련(‘14. 7.~‘16. 6.)
IUCN, 유네스코(세계유산 · MAB · 세계지질공원), 람사르협약, 환경부,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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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냄새민원 저감 대책 추진
축산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 ‘16. 5.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17. 1.
악
 취관리지역 신고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를 통해 냄새발생 축산농가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 패쇄명령 등 행정처분 강제 추진

축산냄새 모니터링시스템 확대 구축 : 민원다발지역 5개소
악취실태조사 용역 추진 : 학교부지경계 1km 이내 및 민원다발지역 농가(50개소)

성

과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 취락지구 경계 100m → 1,000m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 : 희석배수 15배→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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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시대,
안심하고 건강한
물관리 정책 확립
안심한 수돗물, 안정적 상수도 공급기반 구축
장래 수요에 대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 : 21년까지 21.6만톤 개발
최상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확대 시행 : 130개 항목 운용

2021년까지 상수도 유수율 83% 달성 추진 : 3,943억원 투입
(‘13년) 44%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
(‘16년) 애월, 토평지구 시범사업(138억원) 및 ‘17년 3개 지구 확대
106천톤/일 누수방지에 따른 상수도 생산비용 1,161억원 절감

물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수자원 관리
전국 최초 지하수 등급별 관리방안 마련 → 지하수관리 혁신적 개선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시스템 확대 : 495개소 → 1,843개소
대체수자원(빗물, 용천수)이용확대 및 중산간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지정

495개소

2013

1,843 개소

2016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시스템

성

과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현장수질 검사제 등 도민중심 수질관리
자택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 : 1차 현장, 2차 실험실 등 총 16개 항목 검사

35

민선6기 3년 성과보고서

1차산업

36

제주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정책
감귤혁신 5개년 계획 등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과 작부체계 개선 및
유통체계 혁신을 통해 감귤과 밭작물 경쟁력 강화체계 마련
수산업조수입 1조5천억원 시대를 열어가는 해양산업 육성

고품질 감귤,
월동채소 가격안정 등
농가경쟁력 강화
제주브랜드와 함께 커나가는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추진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 수립(‘15. 8.) 및 세부과제 이행
감귤혁신을 위해 8대 핵심분야 73개 사업에 5,948억원 투자(‘15년~‘19년)

작부체계 개선 등 월동채소 수급안정 3개년 계획
농가조직화, 대체작물 육성 등 7개분야 72개사업에 2,331억원 투자
월동채소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민간주도형 수급안정체계 구축

감귤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노지감귤 산지전자경매 시행
계획물량

6,000톤

2016

성

과

7,700톤

2017

도매시장가격 대비 20~30% 가격 향상, 유통비용 650원절감/10kg 등
감귤조례(규칙)개정 고품질 감귤 생산 출하 정책 뒷받침
(종전) 크기 기준 → (개선) 맛 + 크기 병행 농가소득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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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제주농지의
체계적 보전 및 사후관리 강화
실수요자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정책 강화 → 농지기능 정상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단계별 추진 및 조치 : ‘15. 5.~‘17. 3.
▶ 1단계 (‘15. 5월~‘16. 2월) : 최근 3년간 도내 비거주자 취득농지
▶ 2단계 (‘16. 1월~‘16. 9월) : 최근 3년간 도내 거주자 취득농지
▶ 3단계 (‘16. 7월~‘17. 3월) : '08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1,2단계 제외)
1~2단계 조사결과 농지처분의무부과 : 3,914명 · 491ha
3단계 조사결과 청문절차(2,463명 · 378ha) 및 5월중 농지처분의무부과

도 전역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선정
사업기간 : 2017년~2024년(8개년)
총사업비 : 1,447억원(국비(80%) 1,158억원, 지방비(20%) 289억원
사업내용 : 전천후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대용량 저수조 58개소, 지하수관정 58공, 급수관로 504km, 용천소 6개소 등)

도 전역 급수대상 면적 및 급수율 확대
급수 면적

29,773 ha

기 존

35,908ha

확 대

성

과

급수율
기존 급수율

74%

확대된 급수율

90%

 ‘제2의 물의혁명’ 대형프로젝트 추진으로 항구적 가뭄극복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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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융자 지원 규모

3,600억원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전국 최초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율 0.9%로 인하
농가 이자부담율 : 1.4% → 0.9%, 융자규모 3,600억원/연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교통비 지원 : 1,908명 · 2,684백만원/연
농작물 안전공제료 지원 : 34,000명 · 942백만원/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 6,300명 · 연 630백만원
성

과

읍면동 여성농업인 문화, 여행 등 1인 10만원 범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 완화 : (당초)25% → (개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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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
(기존) 1년 1회 지원 → (개선) 횟수에 제한없이 피해작물별 지원
농작물 가축피해 보상한도 상향(5백만원 →10백만원), 인명피해보상 신설
노루 유해동물 지정 추가 연장 추진 : ‘16. 7.~‘19. 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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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조수입
1조5천억원 시대 선도
제주미래 수산업발전 기본계획 마련 · 추진 : ‘16. 4.
※ 2020년까지 어업 총 조수입
1조5천억원 달성목표(‘16년 9,373억원)

2016년 어업 총 조수입

9,373억원

2020년 어업 총 조수입 목표

1조 5,000억원
한 · 중 FTA 적극대응을 통한 제주수산물 피해 최소화
우리도 주력 어종인 갈치, 조기, 광어 등 양허제외 포함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18.2%, 중국관세 10.4%로 수출교두보 확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국비예산 확보
지원대상 : (기존) 도서지역 → (변경) 도서지역 + 본도 읍면지역
‘17년 대상어가 및 사업비 : 3,900어가 · 2,188백만원

제주 청정 수산물 유통가공 고도화
수산물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등 조례 제 · 개정 및 추진 : ‘15.
수산창업 · 투자지원 국비확보(60억원) → 제주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모습

전국 1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시설로 新 유통체계 구축
성

과

일자리 창출 60명, 방어 · 광어 가공품 군납 20억원, 위판고 51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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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제주해녀 보전·육성 및
지원현실화 4대 시책 추진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16. 11.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 12.)에 이은, 국제연합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지정 여건 조성

제주해녀 위상제고 및 체감적 지원시책 추진
해녀복 지원 : 3년주기 지원에서 매년 지원 개선
소라가격(5,000원/kg) 안정지원 확대 등 4대 시책 중점 추진
4대 시책 : 해녀복 지원확대, 소라가격 보전, 고령해녀 수당지급, 신규해녀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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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 사업비

2조 4,520억원
미래수요에 대비한
제주 항만인프라 확충
제주신항 국가 항만개발계획 반영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16. 9. 해수부 고시)
사업비 : 2조 4,520억원(국비 15,420, 민자 9,100) / ‘16.~‘30.

지역물류 거점 및 크루즈시장 선점을 위한 항만시설 구축
제주외항 철재부두 준공(300억원) : 접안시설 210m, 준설매립 1건
추자항 축조공사 준공(52억원) : 물양장 211m, 배후부지조성 등
성산포항 축조공사 준공(41억원) : 접안시설 130m, 친수공원 등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 (사업자 : 제주관광공사)
성

과

주요시설 : 면세점, 제주홍보관, 우수기업 전시장 등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양관광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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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동체를
완성하는 현장중심
복지정책
도민의 복지요구를 찾아가서 대화하고,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의료원별 기능을 특성화하여 지역주민이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을 없애는
현장중심 복지체계 구축
읍면동 중심, 복지기능강화 복지허브화 추진 : ‘16년~‘18년
읍면동 맞춤형 복지전담팀 설치 및 복지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16년) 8개소 → (‘17년) 24개소(56%) → (‘18년) 43개소(100%)
2016

8개소
24개소

2017

43개소

2018

전국 최초 건물없는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 ‘16. 8.~
시범운영지역 : 연동, 노형동 (소요예산 3억원)
사회복지관 시설비용(약 100억원)의 3% 복지재원으로 도민복지서비스 제공

위기상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
국민기초수급자 지원확대 : 20천명 → 24천명 (기초생활급여비 10% 확대)
위기가정 지원 등 자체사업(6종) 예산 13% 확대 : 1,184백만원

성

과

전국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권 ↔ 비분권) 불균형 보수개선
여성인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87개 시설 244명 보수 현실화 : ‘15. 4.~

45

민선6기 3년 성과보고서

상생복지

양성평등 정책 사업비 (4년간)

371억원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추진
4대 핵심과제 · 25개 세부사업(‘15년~‘18년), 4년간 371억원 투입
일, 가정 양립,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안심하고 편한 육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생활체감형 정책으로 추진
2016년 12월 제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여성가족부)

2016년 제주여성고용률 전국 1위 : 62.3% (전국평균 50.2%)
성

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 (‘14년) 421명 → (‘16년) 1,972명
전국 최초 지역내 폭력예방 전문강사 교육과정 개설 :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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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감을 넓히는
장애인복지 정책 확산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확대 : ‘17. 1월 시행
(지원시간) 최중증 취약가구 월 25 → 90시간, 1등급 1인가구 월 25 → 70시간
(급여종류) 활동보조→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등
지원실적 : (‘14년) 473명 · 733백만원 → (‘16년) 709명 · 1,489백만원
2014

473 명 | 733 백만원

709명 | 1,489 백만원

2016

권역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설치 및 운영
시설대상 : 4개소(제주시 및 서귀포 동부 · 서부 지역) / 67.7억원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연차별 확대설치 : ‘17년 1개소, ‘18년 3개소

제주 광역치매센터 개소 운영 : ‘16. 10.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치매관리 강화

01

01	제주 광역치매센터
02 서귀포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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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노인, 아동정책 강화
실질적, 안정적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사회 활동 및 일자리 창출 : (‘14년) 4,369명 → (‘17년) 8,000명
기초연금 지원 확대 : (‘14년) 295억원 → (‘17년) 1,289억원

도지사 공약, 노인 일자리 지원 5,000개 조기 달성 : ‘15년
노인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활용 경로당 도우미 지원 : (‘14년) 54명 → (‘17년) 838명
경로당별 간식비 대폭 인상 지원 : 1인 1,300원 → 2,000원 (‘17년~)

사회적 돌봄 공동체(수눌음 육아나눔터) 활성화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 (‘16년) 10개소 · 5억원 → (‘17년) 15개소 · 7.5억원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 공동체 발굴 지원 : (‘16년) 18개 → (‘17년) 26개

성

과

지역 · 직장 맞춤형 노인취업교육센터 최초 설치 : ‘17. 3.
‘13년~‘16년 노인 일자리 사업평가(보건복지부) : 4년연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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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새로운 교육환경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지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운영(‘16년) : 2개소(제주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15. 11.
※ 자기주도학습지원 : 152과정 · 2,049명 (86억원 투입)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마중물배움터 지정운영 : 9개소
도 교육청 놀래올래, 삼화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카페 생느행 등

도민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도민이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개원(신축 100병상) 및 이동검진 차량 확보
서귀포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보호자없는 병동 운영
서귀포의료원 24시간 분만센터 및 산후조리원 개원 운영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 보강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 장비 현대화 추진 : 346억원 투입

전문화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 6개소(권역1, 센터4, 기관1)
5세미만 병·의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
생후 6개월 ~ 만 5세 미만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도비)
도내 병 · 의원 51개소 (67,133건 접종 / 15억원)

* ‘14~‘16년 실적

2015년 메르스 환자발생(유입)방지를 위한 성공적 대응
성

과

메르스대책본부장 : 도지사 (전국 최초)

투입인력 : 2,690명

전국 유일 메르스청정지역 : ‘15 대한민국 마케팅 대상, ‘16 생물테러종합평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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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제주 문화예술
문화의 향기를 도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 도민의 문화 활동
참여 및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로 꽃 피우는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추진

문화예술의 섬,
제주 조성을 위한 문화역량 강화
문화예산 제주 총예산의 3% 확보 목표 추진
785 억원 | 2.19 %

2014

957 억원 | 2.5 %

2015

1,065 억원 | 2.6 %

2016

1,273 억원 | 2.86 %

2017

‘17년 정부 문화재정 비율 1.72% (전국 지자체 평균 1.69%)

문화예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플랫폼 구축
제주메세나 협회 창립출범(‘15. 12.) : 메세나 회원기업 95개
결연실적 : 111개 기업 · 106개 단체(기부금 880백만원)
제주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제주人놀다’ 구축운영 : ‘16. 6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대출서비스) 구축 : ‘17. 6.

순수 문화예술인 · 단체에 대한 보조율 폐지 및 창작지원 확대
문화 예술인 · 단체 보조율 폐지 : (‘14년) 50~90% → (‘17년) 100%
순수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 (‘14년) 152건 · 23억원 → (‘17년) 373건 · 33억원
‘14년 대비 221건(145% 증가), 979백만원 증가(40.8% 증)

성

과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1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수혜 확대 (‘14) 19,917명 / 793백만원 → (‘17) 23,876명 / 1,46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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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AIIB 연차 총회 제주 개최

제주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문화교류 확대
제2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 총회 제주 개최
일시 : ‘17. 6. 16.~18. / 중문단지내 ICC
세계 77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대표 등 2,000여명 참석

UCLG문화시범 · 선도 도시 선정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제주문화 확산
제2회 UCLG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 ‘17. 5. 10.~5. 13. (제주 일원)
세계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문화전문가, 예술인 등 66개국 · 1천여명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세계지방정부연합
글로벌 청년 문화포럼 창설(2018년부터 매년 제주 개최)

탐라문화제 문화교류로 제주문화의 세계화 확산
문화교류 : (‘14년) 3개국 5팀, (‘15년) 5개국 6팀, (‘16년) 6개국 10팀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 ‘17. 6. (일본 오사카)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제주’ 선정 : ‘15. 10.
한 · 중 · 일 3국 동아시아 문화도시간 문화 교류 추진 : 39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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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선정 국비확보

72억원
제주인의 정신세계를 담아 내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5년 서귀포시, ‘16년 제주시 문화도시 선정 : 국비 등 72억원 확보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도지사 공관 활용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조성 : ‘17. 7. (10.7억원)
종합문화예술센터 예술공간 ‘이아’ 조성 개관 : ‘17. 5. (51억원)
제주 도립 김창렬 미술관(‘16. 5.),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16. 6.) 개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추진 : 82억원(‘15. 10.~‘18.10.)

전국 최초 사립박물관 · 미술관 평가 인증제 시행 : 22개소 인증

문화환경 만족도 : 만족도 비율 상승(↑), 불만족 비율 감소(↓)
성

과

만족 (‘14) 15.7% → (‘16) 18.8% / 불만족 (‘14) 21.4% → (‘16) 20.2%
인구 1백만명단 공공 문화시설 수(202개소) 전국 1위 * 전국평균 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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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 육성기반 마련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추진
창작소재 개발 → 창작 → 상품화 → 유통→ 향유 등 선순환 구조 정착
연도별 지원 : (‘14년)7.6억원 → (‘15년)25.8억원 → (‘16년)35.6억원

독특한 제주 문화의 가치 보전 · 발굴 및 문화 자원화 체계 구축
소멸위기 제주어 36개 마을 구술채록 및 보고서 36권 발간 (‘14~‘1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으로 제주학 자료 수집 도민 서비스 제공
자료구축 : 33,053건(단행본 14,924건, 연구논문 3,420건, 기타 14,709건)
제주어 문화콘텐츠화 : 다큐제작 2편, 드라마제작 40편, 에니메이션 5편 제작
신화 · 전설 등 문화원형 종합 기록화(‘16~‘17) : 257편 채록 책자 발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역할 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기반 구축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협력 5대사업 제안 : ‘14. 12.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기반 마련 조례 제정 : ‘16. 5.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명품포럼으로 육성
남북교류협력 제안 등 평화포럼으로 위상 제고
북측인사 제주포럼 초청, 한라산-백두산 교차관광, 북한 경유 동북아 크루즈 운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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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여개
제주형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기반 구축
4대 체전* 및 국내외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4. 7월 이후 골프, 축구, 육상 등 268여개 대회 · 3,383천명 참여 · 유치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생활체육대축전 : 103천명 참여

스포츠행사 외연확대를 통한 더 큰 제주 실현 뒷받침
FIFA U-20 월드컵코리아 유치 개최 (‘17. 5. 20 ~ 6. 11)
세계 최고 권위 PGA TOUR 제주 유치 및 지원(‘17. 10. 16 ~ 10. 22)
선수 및 갤러리 4만여명 참여, 227개국 홍보, 2,000억원의 경제 효과 예상

생활체육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공공체육시설 신규 조성 : 8개소, 마을운동장 등 시설 보강 : 6개소
장애인전용체육관 시설(지하3층 지상3층, 5,269m2) 총사업비 159억원
제주종합경기장 승강기 설치 및 공공체육시설 시설 개선 16개소33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61명), 생활체육교실 운영(65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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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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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질적관광
질적관광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행복한 새로운 관광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을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앞당기는
질적관광＋성장전략 추진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수립 : ‘16. 4.
5대 질적성장 관리지표*를 중심으로 긍정적 개선방향 추진
관광객 체류일수, 1인당 지출비용, 관광객 만족도, 여행행태, 마케팅 다변화 지수
교통체계, 쇼핑 · 관광상품, 인력양성, 환대서비스 등 14개 중점과제 실행

제주관광 도민체감도 제고 및 질적성장 기반 조성
IT기반 여행자 모객시스템 구축 등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제주관광온라인마켓 ‘탐나오’ 오픈 : ‘16. 1.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입점 : ‘16. 2. (수익금 도민사회 재투자)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추진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패턴분석 등 고품질 마케팅 도입 : ‘16. 9.
전국 최초 관광산업 동향조사 실시 : ‘17. 5.

사드 등 외부환경변화 불구, 외국인 관광시장 조기 회복
성

과

‘17. 3~4월 국내관광객 12.2% 증가, 제주관광협회(탐나오) 매출액 177.1% 증가
동남아 시장 다변화 : 말레이시아(45%), 싱가폴(46%), 홍콩(47%) 증가
ACT(American College Testing /미국대입시험) 제주유치 확정 : ‘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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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혜택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운용
영세사업자 중심의 융자지원 확대 : (‘16년) 267건 · 768억원
경영안정자금 업종확대 : (기존) 8종 → (확대) 32종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신규발굴 지원(농어촌민박) : 132건 · 38억원

제주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 강화(‘17년)
사드 피해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 230개소 · 307억원
기 융자금 원금상환 유예 지원(1년간) : 291건 · 2,280억원(‘17. 4.)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수혜업체 확대
2007

성

과

30 개소 | 459 억원
261 개소 | 768 억원

2016

333개소 | 549 억원

2017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개발사업 + 지역경제 연계시스템 구축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공사비 11,355억원 중 5,289억원 지역건설업체 도급 (공사참여 50%이상)
신화역사공원 상생협의체 마을기업 설립 운영 : (주)서광마을기업 48억원 계약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 싱가포르 연수 129명 및 람정트랙 956명 참여

투자진흥지구 지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리강화
관리권한 이관 : JDC → 제주도 (투자금액 상향 : 5백만불→2천만불)

성

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투명한 카지노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최초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발족 :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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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조감도

난개발 방지 및
제주미래비전 실현 기반 구축
민선6기 제주 투자유치 기본방향 확립 : ‘14. 7.
휴양, 헬스, 레저, 교육, 스마트비즈니스 등 미래가치 산업중심 유치
제주가 지켜야할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습지 등 엄격한 기준 적용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 체크리스트 운영 : ‘14. 10.
관광개발사업 기준 제시 및 환경친화적 개발에 부합여부 사전검토
단계별(입지선정, 사업시행) 주요지표 및 기준설정(43지표, 105개 기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16. 6.
인 · 허가 절차시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도 등 검토 → 사업계획 반영
유원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17. 5.) : 5개분야 세부시설 기준 제시

성

과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를 통한 경제안정화 기반 마련
투자증가 : (‘14년) 558백만불 → (‘15년) 695백만불 → (‘16년) 897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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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민,
행복한 제주사회 건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중심의 안전정책 및 시스템 구축

도민을 위협하는 재난,
안전관리 통합체계 구축
재난 · 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실 출범 : ‘15. 7.
1실, 2과 9담당, 재난상황실 및 경보통제소 통합 운영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도민안전의식 조기 정착 추진
학교 안전관리 종합추진 TF구성 운영 : 연중운영
대상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90개교), 교통, 유해환경 등 4대분야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제주 앱’ 활성화
어린이,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 대상 112 긴급 신고
비콘, GPS 등을 활용한 이동경로 문자 수신 서비스 제공 등

01	조류인풀루엔자 방역 현장
02 재해예방 안전 점검

01

모바일 기반 안전신고 앱을 통한 도민생활환경 개선
성

과

‘16년 안전신고 3,624건 中 3,137건 처리(87%)
‘16년 대통령 기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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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재시스템 정착
전국 최초 모바일 기반 재난 문자서비스 시행 : ‘16. 1. ~
기상특보(태풍, 호우, 대설 등) + 생활민원분야(정전, 단수 등)
호우, 폭설, 태풍, 단전, 단수 등 103회 문자 전송 서비스 : 86천명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하천범람 등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추진
27개 위험지구(153km)에 대해 3,879억원 투자(‘14년~‘18년)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보험 가입확대 : 6,191가구
성

과

개인부담료 55~62% 지원(보상 실적 ‘16년 104건 · 1,067백만원)
CCTV 연중 24시간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신속대응
통합 CCTV 운영 : 974개소 · 4,761대 (현행범 검거 기여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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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화재예방 안전대책 강화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32개 마을), 기초 소방시설 보급(4,825대)
사회적 취약계층 소화기 등 기초 소방안전시설 가구 100% 보급
총 37,680가구, 수혜사례 41건 (10억 여원 피해경감 효과)
소화기 및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확대 : 40개소 2.4억원

재난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노후 소방차량 현대화 사업 : 90대 (‘14년 20대, ‘15년 26대, ‘16년 44대)
노후 개인 안전장비 10종 8,961점 교체·보강

실재난현장 활동 비교(민선6기 출범 전후)
성

과

화재 393건(19% 감소), 사망자 11명(52% 감소), 구조인원 1,872명(55.6% 증가)
출동지령시간 단축 : (‘14년) 99.5초 → (‘15년) 61.2초 →(‘16년) 58.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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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관광객
안전중심 밀착 치안 활동
주요 관광지 치안센터 구축을 통한 도민, 관광객 안전 확보
바오젠거리, 성산일출봉 등 4개소 구축 (기초질서 위반단속 2,006건)
권역별 순찰활동 강화,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1,335건) 등

제주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강력 대처
산림훼손, 투기목적 토지분할 등 적발 : 구속 9명, 불구속 12명

성

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 프로젝트* 추진 : 3개소
어린이 통학로 횡단보도 진입로에 노란색 반사시트 설치, 교통사고 예방

독자적 도로관리체계 기반 구축 및
맞춤형 도로안전 추진
구국도 관리사무 이양 등 국비재원 기반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안전취약 지점 중점개량(33개 지구)
우천ㆍ야간 사고대응 ‘고휘도 우천형 차선’ 도입(지방도 18개노선ㆍ437km)
교통사고 1위 ‘일주도로’ 교통환경 개선(가로등 200개소 등 안전보강)

‘평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중
 앙분리대 개선(화단형 → 화단+철제 가르레일 13km), 발광형 안개등
추가설치(36개소), 비상정차대 확대(69개소) 등

구국도 이용자 만족도 증가(외부용역) : (‘13) 79점 → (‘16) 86점
성

과

도내 교통안전지표 점진적 개선효과 견인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 (‘12) 74명 → (‘15) 64명 개선
평화로 가드레일 개선사업 시행 후 중앙화단 침범 사망사고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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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252억원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
도민 숙원,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배치 추진
다목적 소방헬기 계약(252.3억원) 체결 : ‘15. 12.
헬기 운용인력(조종사, 정비사 등) 임용(‘17 하반기) 및 소방항공기 운용(‘18 상반기)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 : ‘19년 개관
소재지 : 애월읍 어음리(사업비 200억원) - 화재, 지진, 태풍체험시설 등

도민이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 향상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116,442명), 안전체험 교육(377회 31,277명)
소 · 소 · 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1,056회 89,926명)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

과

심정지 환자 소생인원 증가(39명 → 64명)
일반인 최초 처치율 증가(15명 →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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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정신을
담은 생산적
행정 추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관리, 추진 강화 및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생산적 행정 추진

재정개혁을 통한
든든한 재정 건전성 확보
도민예산 4조원 시대를 여는 투명한 재정관리
(‘14년)3조5,835억원 → (‘17년) 4조4,493억원
도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역외세원(지방세) 확충 및 세입재원(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각 1조원 시대 달성

3 조 835 억원

2014

4조 4,493 억원

2017

낭비되는 도민혈세를 붙잡는 예산개혁 3대 원칙 이행
절감예산, 효과중심예산, 참여확대예산으로 경상경비, 행사성경비 절감
절약한 재원으로 공교육 법정지원 확대 및 도민복지예산 활용(20%)

성

과

주민1인당 세출예산 6,935천원, 사회복지(9,020억원), 문화재정(1,273억원)
지방채발행 제로화 : (‘13년) 6,927억원 → (‘16년) 4,926억원(2,001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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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약속한
도지사 공약 최우선 이행
도지사 공약이행 실적 : 98% 이행 추진
총 14개 분야 105과제 중 완료 2, 정상추진 101, 일부추진 2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및 이행평가(‘15~‘17년) 3년연속 최우수 지자체 달성

공약실천계획 예산확보 및 재정집행 현황
예산확보 : 3조 7,463억원 대비 3조 3,546억원 예산확보(89.5%)
재정집행 : 3조 7,463억원 대비 2조 3,420억원 예산집행(54.3%)

3조 3,546억원

2조 3,420억원

89.5%

예산확보

54.3%

재정집행

도민행복을 앞당기는
5대 역점사업 + 2대 정책
집중관리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 추진

2대 집중정책

① 생활쓰레기 및 상하수도

① 1차산업 정책

② 주거복지 및 부동산투기억제

② 일자리 · 복지 정책

③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주차정책
④ 난개발 방지 및 투자정책
⑤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관리
운영시기 : ‘16. 12.~ (행정부지사 주관 주 단위 점검회의 운영)
제주연구원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 정책협업 모델로 집중 추진

68

민생현장에서 도민과
나누는 대화와 소통
민생현장 중심 소통과 참여의 대화행정 추진
도지사 마을투어 : 12읍면, 352마을 · 960건, 45개 정책과제
현장도지사실 21회(‘15년 9회, ‘16년 8회, ‘17년 4회), 도정정책협력회의 23회 등

도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제주정책박람회 개최 : ‘16. 8.
도의회, 도청, 도 교육청 등 공동참여를 통한 직접소통창구 확산
도민참여, 정책토론, 정책건의 등 57건 처리

성

과

자원봉사자 13만명, 전국 제1의 자원봉사 모범도시
자원봉사 등록(‘16년) 132,835명, 참여율 63.7%(전국 1위) / 전국평균 41.6%

69

민선6기 3년 성과보고서

협치상생

정보 접근과 공공이용을 높이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도 전역 무료 WiFi 접속환경 제공
도내 840개소 무선인터넷 사용 및 스마트관광 앱 개발도구 무료 제공

BIG
DATA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버스운행정보, 관광객 유동현황 등 제공
제주관광객 소비패턴 변화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 7종

4차 산업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교육 추진
전국 지자체 최초 초 · 중학교 대상 「제주로 On 코딩」 프로그램 운영 : 2,440명
진로체험, 코딩 캠프 · 페스티벌 등 개최
도내 민관학 연계 코딩거버넌스 구성 · 운영 : 도, 교육청, 카카오, 넥슨 등
9개 기관 · 기업 참여

01	청소년 코딩 해커톤 대회
02 코딩캠프 프로그램 운영

01

도민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정부사업과 연계한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연계 · 취약지역 개선 및 지역특화사업
7개 선도사업 · 196억원, 6개 창조사업 · 28억원 등 13개사업 · 224억원 투자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26개사업 · 66억원
성산 행복택시, 애월 로컬푸드, 남원 소규모극장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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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계승
제주 4·3희생자 유족 추가결정으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족현황 : 73,456명(희생자 14,231, 유족 59,225)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상향지원으로 복지증진
생존희생자 월 8만원 → 30만원, 유족 월 3만원 → 5만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 ‘14. 7. ~
성

과

생활보조비 : 2,442명 · 40억원(생존자 30만원, 80세이상 유족 매월 5만원 지원)
유족진료비 : 12,490명 · 37억원(외래진료비 중 30% 감면)
희생자며느리 진료비 : 2,457명 · 9억원(외래진료비 중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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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원금 확대 지원 (학생 1인당)

2,618천원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제주형 청년정책, 도민역량 강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법정지원금 확대지원 : (기존)3.6% → (상향)5%
학생수 1인당 교육비 투자액 : (‘16년) 2,073천원 → (‘17년) 2,618천원

2,073 천원

2016

2,618 천원

2017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제주청년원탁회의(55명) 운영 및 청년 다락(1호점)운영 : 3,369명(이용자)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외국어, 정보화교육 등 도민사회교육 확대 실시
도민사회교육 운영: (‘14년) 25,257명 → (‘16년) 29,109명

25,257 명

2014

29,109 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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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견을 반영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추진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추진
인구증가 등 새로운 제주환경에 적합한 행정체제개편 여론에 부응하여 중장기적 대책 강구
향후일정 : 국회의원입법 발의 추진 및 중앙부처 협의 : ‘17. 하반기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추진
부패방지시책 평가 1등급에 이은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
청렴감찰관 조직신설(‘16. 1.),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16. 7.) 등
부패취약(공사, 용역, 보조금 등) 모니터링 강화, 부패행위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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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도민의
즐거움을 더하는

도민행복 공감시책.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제주의 청정
자연은 지키면서 도민의 주도권을 높이는
제주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민선6기 제주도정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제주의 발전과 성장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성장과
도민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일이야 말로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은 제주도민 모두의
즐거움을 더하는 생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복지, 경제, 청소년
등 각 분야별에서 행복을 전달하는
도민행복공감시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민선6기 도민의 즐거움을 더하는 도민행복 공감시책.

도민이 행복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돌보는

공감시책

보육교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01

56%
증가

300만원(연간)

2014

468만원(연간)

2017

읍면지역 종사자 교통수당(월 5만원  월 7만원)
장애아보육수당(월 10만원, 15만원, 일반어린이집까지 확대)
근무환경 개선비(월 20만원  월 22만원) 등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4-710-2882)

도민이 행복한

8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감시책

여권을 집 안방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02

종전

도청까지
직접 방문수령

개선

집 안방까지 배달

신청방법 : 여권 접수 시 배달 신청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064-710-2173)

도민이 행복한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재난 취약계층 가정에

공감시책

소화기 등 소방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03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지원물품 : 소화기 1, 화재경보기 1개 이상(1가구 기준)
신청접수처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064-710-3543)

도민이 행복한

2017. 1. 1일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도청 등 공공기관의 차량을

공감시책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04

대상기관 : 도 본청(총무과), 도의회(총무담당관), 행정시(총무과)
이용가능시간 : 공휴일(토요일 포함), 대체공휴일
이용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민, 다자녀가정 중 만26세 이상
도내 거주민(운전면허 소지자)
신청기간 : 차량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064-710-2196)

76

도민이 행복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공감시책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05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서
아래기간에 있는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2. 01. 01 ~ 2016.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2. 01. 01 ~ 2016. 12. 31(출생년월일 기준)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064-710-2694)

도민이 행복한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통학 교통비를

공감시책

1일 최대 5,200원(연 11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6

지원대상 : 농 · 어업인의 고등학교 자녀
지원내용 : 통학 교통비(왕복)전액
지원일수 : 220일 내외 (학기 + 방학 방과후 수업기간)
신청장소 : 각 학교
문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07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064-710-3022)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5%(농가부담 15%)를
확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농민부담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85만원 지원(15만원 부담)
가입대상 : 감귤, 마늘, 고추, 양배추 등 53개 대상품목, 가입면적 30만ha 한도
재해유형 :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조수해, 폭설, 동상해 등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064-710-3052)

도민이 행복한

전국 유일,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인건비를

공감시책

월 21만원(연 250만원) 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08

| 인건비 외 추가 지원 금액 |
시간외 근무수당 : 월 100,940원(월 12시간 지원)

17년

타 지자체 월 154만원
우리도 월 175만원

가족수당 : 1인당 2만원(배우자 4만원) 지원
※ 셋째이상 자녀 1인당 월 3만원 가산(2012년 이후 출생자는 월 8만원 가산)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064-710-2883)

77

민선6기 도민의 즐거움을 더하는 도민행복 공감시책.

도민이 행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공감시책

위생용품(생리대)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09

※ 위생용품(생리대) 일괄지급(7만5천원 상당)
[소 · 중 · 대형 각 36개(1세트, 총 108개 x 4분기)]
지원대상 :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지원기간 : 연중
신청 및 수령 : 각 보건소
문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10

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8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74)

도외로 판매(발송)하는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영업 개인사업자
-사
 업자등록을 도 · 소매업으로 하여, 취급종목이 농 · 수 · 축 · 임산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신청접수처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064-710-3076)

도민이 행복한

종이박스 등 폐지 수집자의 자활활동 지원을 위해 1kg당 판매금(약 100원) 외에

공감시책

1kg당 20원~25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1

폐지 수집자 : 제주시 20원/kg, 서귀포시 25원/kg
고 물 상 : 5원/kg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064-710-6035)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8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064-760-2953)

도민이 행복한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감시책

영유아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 보상범위 : 보육활동에 따른 생명·신체 피해 보상 |
상해담보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
배상책임
-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 대물배상 500만원 등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064-71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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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13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간식비를

1인당 1일 1,300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427개 경로당, 1일 평균 11,024명 지원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064-710-2822)

도민이 행복한

지역별로 세무사를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공감시책

세금과 관련한 고민을 무료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14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상담내용 :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등
이용방법 :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담하거나 세무사와 시간 · 장소를 정하여 상담
문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15

의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064-710-6885)

여성농업인의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연간 8만원(문화, 스포츠, 여행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미만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방법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사용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064-710-3053)

도민이 행복한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도민이 원하는 어느 장소에든

공감시책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16

대상품목
-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레인지, 자동판매기, 복사기, 식기세척기 등)
- 세트품목(전축, PC 세트 등)
-소
 형가전(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등)
※ 소형가전은 5개 이상 동시 배출시 수거
서비스 예약방법
- 대표번호 : 1599-0903
- 홈페이지 접속 : www.15990903.or.kr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064-710-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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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도민의 즐거움을 더하는 도민행복 공감시책.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17

전국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생의

해외대학 연수금을 1인당 8백만원~1천5백만원
지원합니다.
기
간 : 2017년 3월~12월
※ 대학별 자체일정에 따른 학생 모집 및 선발
대

상 : 도내 4개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1학기(15주~18주) 지원
지 원 금 : 8백만원 한도 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1천5백만원 한도)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064-710-3899)

도민이 행복한

올해부터 읍·면 어촌지역 어가 경영 안정자금(수산직불금)을

공감시책

상향하여 5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8

※ 2017년부터 매년 5만원씩 증액, 2020년 70만원 지원 예정

대상지역 : 읍 · 면지역 어가
지원요건 : 읍 · 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는 분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분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분
문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19

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5)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범죄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의 보호를 위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

자치경찰 관광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 : 바오젠거리, 탐라문화광장, 성산일출봉, 용두암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064-710-8892)

80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20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출신 모든 대학(원)생의

연간 학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94만 5천원까지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 1차 : 2017. 1. 2 ~ 3. 31
- 2차 : 2017. 7. 1 ~ 9. 30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jeju.go.kr/uni.htm)로 접속 신청
신청대상 : 2017년 1학기 국내 대학교 · 대학원 재학생으로
- 2017. 6. 30 현재 제주도내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도내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 졸업자
문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21

의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064-710-3899)

도민 및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제주 안심 앱(App)을 통한 112긴급신고, 발자취 서비스 등
다양한 안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심제주 앱 주요기능 |
전원버튼 4~5회 클릭 시 보호자 및 112상황실 신고
지나간 장소가 비콘을 통해 기록돼 시간대별 이동경로 확인
사용자 근처 비상대피소 팝업창 알림
재난 · 재해시 기본적인 도민 행동요령 안내 서비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3개 언어서비스(한 · 중 · 영) 제공
GPS서비스 → 비콘 미설치구역 GPS로 신고 가능
문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22

의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064-710-3914)

1년에 딱 한번 쓰는

고가(高價)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연중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 트랙터 등 31종 580대
임대기간 : 1회 1~3일 기간동안
이용절차와 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예약 → 사용료 납부 → 농기계 출고 → 사용 후 반납
문

의 : 제주센터(064-760-7711) 서귀포센터(064-760-7811)
동부센터(064-760-7611) 서부센터(064-760-7911)

81

민선6기 도민의 즐거움을 더하는 도민행복 공감시책.

도민이 행복한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공감시책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

지원대상 : 농어업인의 자녀 고등학생(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 동생 포함)
지원사항 : 도내외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064-710-3053)

도민이 행복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공감시책

채용 인원 1인당 월 6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4

지원대상 : 15~39세 취업자(기업당 최대 5명, 직원의 40% 이내)
임금조건 : 월 150만원 이상
지원기준 : 월 60~65만원
※ 급여 170만원 이상 시 월 65만원
지원기간 : 24개월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4)

도민이 행복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공감시책

1인당 연간 6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5

신청방법 :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www.문화누리카드.kr)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이용기간 : 발급일 ~ ‘17. 12. 31.
주요 이용시설 : 서점, 공연장, 사진관, 숙박시설, 항공 등
※ 이용가능 시설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www.문화누리카드.kr) 확인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064-710-3205)

도민이 행복한

도내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공감시책

우유(1일 200ml)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 가정의 초 · 중 · 고 학생, 특수학교 교육대상자
지원품목 : 도내산 우유 1인 1일 200ml 지원(학기중, 방학중)
신청장소 : 각 학교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064-7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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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27

소년소녀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자) 및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저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예시
아동이 4만원 저축하면 → 8만원 저축 효과(아동 4만원+도 4만원)
후원자가 4만원 저축하면 → 8만원 저축 효과(아동 4만원+도 4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①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② 기초생활수급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
만13세 아동 신청 가능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064-710-2884)

도민이 행복한

지역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울 수 있는 제주형 공동육아로

공감시책

지역 모임별 연간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8

신청자격 : 만 0세~초등학교 6학년 자녀대상 공동육아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주민 5인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
지원대상 사업
- 필수사업 : 공동육아 활동(수눌음 돌봄, 함께 돌봄, 아빠육아 참여 등)
- 특화사업 : 모임(단체)별 2개 이상 신청
•직장맘 · 전업맘 협업 수눌음 육아 프로그램
•발달 · 체험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등 부모중심 재능나눔, 돌봄활동
•부모교육, 재능기부 등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활동 등
문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29

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4-710-2887)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1식(食)당 510원(도 306원, 교육청 204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도내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특수학교
급식일수 : 어린이집 250일,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특수학교 186일, 고등학교 176일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064-71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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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도민의 즐거움을 더하는 도민행복 공감시책.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30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양육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부터

기저귀 매월 6만 4천원, 조제분유 매월 8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종전) 생후 0~12개월  (확대) 0~24개월

조제분유
(기존) 산모질병 · 사망 가정  (확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부자 및 조손가정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
- 조제분유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
지원기간 :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문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31

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064-710-2933)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이 임신 · 출산 시

농어가도우미 1일 이용금액의 80%(48,000원)를
최대 50일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자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이용금액(1일 60,000원)의 80% 지원(48,000원)
지원일수 : 출산 전 · 후 90일(총180일) 기간 중 50일 범위 내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064-710-3053)

도민이 행복한

수도권 진료를 원하는 도내 중증환자에게 비행기

공감시책

ONE-STOP 이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

지원대상 : 거동장애, 중증화상, 영아 수술 등 긴급을 요하는 환자 ※ 의사소견서 필요
이송절차
좌석예약 및
항송이송 요청
소견서 제출

항공이송
승인

공항이송
승인

타 시도
구급대 연결

항공기
도착 및 이송

보호자

항공사

소 방

소 방

소 방

※ 필요좌석 : 환자 6석 필요(3석 요금 지불), 동반자 1인 무료
신

청 : 119종합상황실(0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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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33

연 2회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하여

홍보지원금 70만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분야
- 사설관광지, 교통(전세버스, 렌터카)
- 숙박(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
- 여행업(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식(한식, 향토음식, 중식, 일식, 횟집, 양식 업체 등)
지정업체 인센티브 지원
- 도지사 지정서 및 인증패 배부, 홍보지원금 70만원 지급
- 도 관광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 팸투어 등 SNS 홍보
-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리플릿, 지도 등) 제작 배부
문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34

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064-710-3343)

전국 유일, 도민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kw당 최대 2백9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 1,125~1,460천원/kw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 511~1,106천원/개
- 공동주택 태양광(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250~2,920천원/kw
신청상담 :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064-720-7455)

도민이 행복한

공감시책

35

전국에서 유일하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백내장 수술비 일부를 연 1회 12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지원횟수 : 1인당 1안구/연 1회
지정의료기관 : 16개소 (도내 안과 14개소, 종합병원 2개소)
신청문의
- 제주보건소(064-728-4065)
- 서귀포보건소(064-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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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약속한

원희룡 공약 성적표.

105개 과제

공약
이행

| 완료 2, 정상 추진 101, 일부추진 2 |

※ 일부 추진사업 : 2건(1.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 세계 제주인 대회 추진
성 과

민
 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등급) 3년 연속수상 :
‘15년, ‘16년, ‘17년(5. 29.)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
 약완료도, 주민소통, 재정확보, 재정관리 등 모든 분야 SA등급, 제주유일

| 예산확보 | 총 투자계획 3조 7,463억원 대비 3조 3,546억원 예산확보(89.5%)

재정
투자

| 재정집행 | 총 투자계획 3조 7,463억원 대비 2조 3,420억원 예산집행(54.3%)
2014년 5,167억원 / 2015년 8,538억원 / 2016년 6,637억원
3조 3,546억원

2조 3,420억원

89.5%

예산확보

54.3%

예산집행

1. 도민이, 도민을 위한 정책 설계 – 정책의 우수성

공약
주요성과

2. 도민의 자존감과 위상 고취 - 제주의 인지도 향상
3. 누구나 살고 싶은 제주 조성 - 제주 이주민 증가, 안전 · 쾌적한 도시
4.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동체 의식 향상
5. 자원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 구축 –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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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5대 성과

1. 행정주도에서 수평적 협치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 도민 눈높이 잣대 마련
제주 100년 대계인 “제주미래비전 계획”을 도민과 함께 수립
주민주도의 원도심 재생사업, 주민참여예산확대(200억원)
난개발 방지 등 정책의 기준과 원칙 정립 및 일자리 중심 투자정책 확립

2. 과거와 미래를 재조명 섬 주민이 아닌 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6. 11.)로 도민 자존감 향상
도지사 관사를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전환 등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환경 조성
탐라문화를 재조명 · 계승하고 상생과 어울림의 창작소 마련 등 새로운 문화 수용

3.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청정자연 보전과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제주 조성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편을 30년만에 추진하여 편리한 생활 환경 제공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조기 구축(‘19년 준공)으로 생활의 질 향상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등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공간 마련
곶자왈 보전과 제주 상징인 오름의 보전 체계구축으로 쾌적한 환경 도시 구현

4. 상생과 공존의 시대, 함께 누리고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에 앞장 서
제주 성장 발판 마련

기관간, 도민과 시민사회와 협업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없는 제주 구현
1마을 1기업 육성,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체 향상
25년 도민숙원인 제2공항 건설 입지선정으로 제주성장의 교두보 마련

5. 자원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 미래의 탄탄한 준비
관광산업을 실질적인 도민소득과 연계 주민참여형 관광산업으로 전환
감귤, 육상양식, 종축 등 1차산업 중심으로 융복합의 제주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산업 적극 육성
용암해수, 화장품 허브도시, 바이오산업 등 청정 제주의 가치를 담은 생태산업 육성

87

2016년 사회지표로 본

제주의 모습.

66만 1,190명 전년대비 2만명,
3.1% 증가 (2016년 기준)
※ 30~50대 전체인구의 46.8%

인구

※ 지역 내 총생산 : 15조 4,322억원(2015년 잠정)

취업

3.1 %

젊어진 제주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추적 역할

경제성장률 전국1위
 제주 4.5%, 전국 평균 2.8%

경제

전년대비
증가율

경제성장률
전국1위

민간소비 증가율 전국1위
 제주 5.1%, 전국 2.2%

민간소비
증가율
전국1위

2016년 고용률 68.6%
 전국 평균(60.4%) 보다 8.2%p 높음

2016년
고용률

2016년 실업률 2.2% 
전국 평균(3.7%) 보다 1.5%p 낮음

2016년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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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1 %

68.6 %
2.2 %

주거

제주
거주의향

생활여건 만족도  양호

생활여건 만족도

GOOD

※ 주거 3.39점, 교통 3.28점,
생활소음 3.32점 (5점 척도)

교통수단 만족도

교통수단 만족도  보통
※ 시내버스 3.08점, 시외버스 3.07점, 택시 3.11점

대중교통 개선이 시급한 사항

교통

NORMAL

버스노선
증설

① 버스노선 증설 46.5%
② 배차간격 조절 23%
③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12.2%

제주도민
자부심

제주도민으로서
자부심 94.6%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1+2+3 순위)

사회참여

94.3%

향후 제주 거주의향 94.3%
 전년대비 3.3% 증가

① 좋은 일자리 창출 53.6%
③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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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 정책 28.4%
④ 안전도시 구현 25.2%

46.5%
94.6%

도민과 함께 이룬 민선6기

제주도정 평가.

주요
수상실적

2014
2015
2016
2017

41개 분야 (최우수 15, 우수 21, 장려 5)
39개 분야 (최우수 18, 우수 17, 장려 4)
37개 분야 (최우수 16, 우수 14, 장려 7)
11개 분야 (최우수 6, 우수 5)

2015년 국가브랜드 대상 : ‘15. 4. 3. (대상)
제28차 세계전기차 모범도시상 : ‘15. 5. 6. (대상)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 ‘15. 9. 1. (대상)
2015 복지사업 / 보육부문 평가 : ‘15. 11. 26. (대상)
제15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 ‘15. 12. 21. (대상)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평가 : ‘16. 1. 12. (최우수)
2016 국가브랜드 대상 : ‘16. 4. 4. (대상)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 ‘16. 5.10. (대상)
국민행복소방정책 전국평가 : ‘16. 5. 3.(우수)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 ‘16. 6. 23. (최우수. ’13년 이후 4년 연속 수상)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 : ‘16. 7. 15. (도부 1위)
전국 소방장비조작능력 평가 : ‘16. 8. 3. (2년 연속 최우수)
행복만들기 전국 경연 : ‘16. 8. 31. (최우수)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 ‘16. 10. 13. (우수)
사회안전관리 평가 : ‘16. 11. 16. (최우수)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 ‘16. 11. 24. (최우수)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 ‘17. 1. 3. (우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 ‘17. 1. 19. (1등급)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 ‘17. 5. 29.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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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께
보고 드립니다.
발행인

제주특별자치도

기획편집

협치정책기획관

발행일

2017. 6. 30

책자에 수록된 자료는 지난 2014. 7. 1. 이후 도민과
함께 해온 민선6기 제주도정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였습니다.
민선6기 출범3년 성과보고서(도민께 보고드립니다.)
책자는 도 홈페이지(도정뉴스/E-Book)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며 상업용이 아닌 아닌 경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1년

민선6기 출범2년

민선6기 출범3년

혁신 아이콘 제주

제주의 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도민께 보고드립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실국본부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jeju.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