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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작가인 르 클레지오는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섬”으로 화산섬인 제주도를
평가하고, “제주도에는 하늘에서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주가 문화교류의 세계
적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했다. 제주올레길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휴양·명상의 길로 명성을 얻어가
고 있다.
이런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어느 땅 보다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간
제주는 “사람,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전략을 마련
하고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와 함께 이를 위한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전략은 투자
증가,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증가,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의 외형적 성장을 달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성장
이 계획의 시기를 훨씬 뛰어넘는 눈부신 성과였지만 등가교환의 법칙 아래에 제주 자연환경의 훼손을 그 대
가로 지불하게 되었다. 또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관광개발의 편익이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것
이 아니라 도외로 유출되며, 도민의 삶과 유리되어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
배적이다.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 선생은 “투자, 외화라는 이유로 중국 사람들에게 땅을 팔아넘기면서
난개발하는 모습이 과연 발전이냐!”며 이러한 상황을 일갈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가 성장모델로 추구하여 온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발전역사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왔다. 지중해의 섬 마요르카는 독일인들의 휴양지로 각광
받아 왔고 저가관광지, 대규모관광지로 발전해 왔으나, 대규모 관광객에 의한 환경훼손, 독일인 투자에 의한
부동산 광풍 등을 경험하고 과거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그간 제주
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미래 제주를 위한 밑그림으로 사용하여 왔다. 초기에는 이
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으나, 이제는 세계 어디에도 제주가 따라야할 단일 모형은 없으며 제주만
의 창조적 발전전략을 새로이 모색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서문

▪ⅰ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제주도는 기존에 수립된 성장일변도의 계획과 정책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향후 100
년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 미래비전을 찾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외환경에서 유연
하게 바꿔가야 할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가치를 구별하여 제주의 미래를 약속하는 방향성을 찾자는 것
이다. 그간 정치권과 일부 학자들이 제시한 “평화의 섬”, “자긍의 섬” 등의 제주 미래상은 도민들의 합의를
얻는데 미흡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금번 제주미래비전은 계획과정(수립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그간의 계획이나 정책처럼 정책결정자, 공무원,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일반도민들은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주사회의 주체인 도민들이 도민계획단을 만들고 그들이 직접 제주의 핵심가치를 찾고 정책방향
을 제시하면, 정책결정자들과 공무원, 전문가는 실행수단을 마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과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은 제주의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채택
하고 제주의 현안문제·이슈와 미래트렌드 변화를 토대로 “청정과 공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
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제주자원을 활용한 개발과 전략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제주의 전통문화와 제주의 정체성을 높이는 다수의 정책과 수단들이 포함된다.
채택된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이 제주미래비전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다소 추상적인 이 정신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다수의 정책과 수단들의 중심골격이 되어 주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제주미래비전의 기본 구상
은 제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도출한 것으로 제주도정의 전 행정분야를 융합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
하고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성
격을 갖는다. 이렇게 도출된 기본 구상은 6대 부문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자연·청정 부문 -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제주는 풍부한 자연자원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원의 생태적 가치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정체성과 직결된 해안변과 중산간 지역에서 난개발과 사유화 등
으로 인한 경관훼손은 우려할 수준이다. 또한 인구 및 관광객,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오염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자원 및 에너지 확보와 한정된 청정자원인 지하수와 농지에 대한 보
전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청정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주가 지켜야 할 자원과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미
래세대와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보전과 이용을 조화
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즉, 그간의 개발관행을 재검토하고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하여
청정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제주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
경자원 총량보전과 환경부하 최소화의 대원칙을 정립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공존의 가치
속에서 한정된 자원과 도민의 삶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번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민과 상생
하는 에너지 자립정책을 토대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조절하고 도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에너지공동체
자립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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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만들기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도민이 지켜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자원을 훼손하거나,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
원칙 2 해안변과 중산간의 가치가 사유화, 경관훼손, 생태계 파괴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저하되지
않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원칙 3 과다한 환경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원칙 4 핵심 환경자원인 지하수, 농지의 기능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조성하고 제주번영의 근본적 자산인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환경자원 총량보전, 중산간의 체계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는 청정 사회체계 기반 구축, 지하수 가치증대를 위한 수자원 이용관리 강화, 지속가능
한 청정농업 기반 마련, 청정 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소비수요 관리 고도화라는 7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28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주의 환경적 가치가 미래번영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의 대가로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되는 지금의 성장방식을 중단하고, 보존해야 할 부분을 온전히 보
전하면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대표적 환경자산에 해
당되는 해안변과 중산간에 대해서는 난개발, 사유화 등 현안이슈에 대응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증
진시킬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정된 자원여건
하에서 인구와 수요증가에 대응하면서 청정사회체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즉, 폐기물, 에
너지, 수자원 등 각종 정책부문에서 자원 이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
라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하수 자원이 가치없이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농지의 양적·질적 기능을 보전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도민들이 직접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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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리·안전·안심 부문 -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
제주는 관광객 증가,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도가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
및 사회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안전위협요소가 다양화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슈퍼태풍의 증
가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범죄,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범죄와 재난, 장애로부터 청정하고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중심의 환
경을 조성하여 제주의 공존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과 예방 집중형 생활환경 조성, 협력과 정보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의
안전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 만들기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대중교통분담률 목표를 상향하고 친환경 저에너지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자연과 사람중심의
교통환경를 마련한다.
원칙 2 제주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항만 및 물류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
원칙 3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100세 시대 대표 건강도시를 조성한다.
원칙 4 재해, 재난 사후복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예방 강화에 주력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를 조성하고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공감하고 체
감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다.
녹색·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로 전면개편, 사람중심의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체계 마련, 사람과 물류
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인프라 개선, 건강하고 편리한 수준높은 도시기반 조성,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우
선되는 안심환경 조성이라는 5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16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제주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람중심의 친
환경 대중교통도시’라는 교통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제주가 앞으로 청정과 공존의 사회를 실현하
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통부분의 과제들은 크게 녹색대중교통과 사람중심의 대중교통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녹색대중교통 분야의 실천전략으로는 제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 구
상,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인구저밀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람중심의 대중
교통 분야의 실천전략으로는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 마을 주민들이
교통공간의 이용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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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 구현을 위한 기본 구상을 통해 제주의 환경과 조화되고 도민의 안전과 편리가
우선시되는 생활환경·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수준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성장하
여 경쟁력 있는 제주로 발전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3 성장관리 부문 -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각종 자원이용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난개발 등에 따
른 주택 수급·지역간 불균형, 원도심 침체, 경관훼손, 공유자원의 남용과 파괴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는 기존 성장위주 정책에서 성장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관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
급하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의 무분별한 성장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토지
이용규제 정책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Control)정책으로 대표되며, 도시기반시설의 활용과 정부서비스의 용량 한계, 도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의 부족 등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제주 역시 계
획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 하에 성장과 보존이
함께 조화가 될 수 있는 성장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 만들기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인구목표 제시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성
장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원칙 2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인구 수용으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원칙 3 유연한 허가제도 도입이 필요한 공간을 보전, 이용, 중간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보
전과 이용영역을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영역으로 설정한다.
원칙 4 도민의 참여를 통한 제주 경관가치의 인식 확대와 관리중심의 경관체계 재정립을 통해 제주
의 자연과 정서가 반영된 제주다운 경관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를 조성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경
제·사회·환경적 지속성을 고려하는 성장관리를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미래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 성장유지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
가제 도입,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 제주경관 가치 창출 방안 마련,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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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6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4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도시성장경계와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제어하고 수요·공급을 고려한 택지 공급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
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의 제시와 제주경관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계획허가제 도입을 통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4 상생·창조 부문 -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제주만의 특산자원을 기반으로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도서지역의 산업취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투자유치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외부기업과 투자 유치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성장으로 지역발전으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외부 자본과 관광
객 증가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도민체감도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 및 단순노무종사자 등으로 저임금 또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영향
을 받아 도내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정가치의 관점에서 제주산업의 기반이 되는 환경자연을 유지, 보전하면서 그 미래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성장체계의 마련과 공존가치의 관점에서 기업과 지역 및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지역경제 발전체
계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 만들기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지역경제 및 일자리 중심의 접근을 목표로 지역간·기업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는 내생적
성장력을 갖춘 산업생태계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한다.
원칙 2 투자액중심에서 일자리와 혁신역량중심 목표로의 투자유치 정책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및 주
민복리 증대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제도를 마련한다.
원칙 3 투자수요에 부응하는 산·학·관 협력에 의한 원활한 인력수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제주발전
의 토대를 마련한다.
원칙 4 제주자원의 공동자원화를 통하여 제주지역산업 특성과 수눌음정신에 기반을 둔 제주형 사회
적경제 공동체를 적극 육성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를 조성하고 제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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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 1차산업의 성장견인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산업화, 지역 주도의 투자유치체계
확립,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제주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이라는 5개의 추
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19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제주에 맞는 입
지조건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제주자산이 오염되지 않으며, 내생적 성장력을 갖게 할 것이다. ‘지역 주도
의 투자유치체계 확립’과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자리 중심의 투자
유치 정책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게 할 것이다. ‘제주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은 자
본주의적 경제구조의 폐해를 극복하는 확고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주 안에서 자생하고 협동하는 경제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휴양·관광 부문 -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
제주는 섬 관광목적지로 관광객 수 증가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지속적
으로 추진할 경우 관광수용력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제주의 양적 성장
과 자원중심 개발, 가격 중심의 경쟁구도, 관광수용력 한계로 인한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는 질적 성장과 가치창조 중심의 관광개발방식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
가치를 보전하고 굴뚝 없는 청정산업인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문화유입 속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공동체정신의 함양을 바탕으로 제주관광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제주자연과 도민·관광객의 상생
과 공존의 조화, 제주 산업간 융복합 및 공존을 통한 신규가치의 창출, 외부문화·자본들의 무조건적인 수
용보다, 원칙적 공존으로 제주관광의 포용적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 만들기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제주 관광은 관광의 핵심 구성요소인 제주 청정환경의 보전적 이용, 생태적 과정의 유지와 자
연자원의 보전에 기여한다.
원칙 2 제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진정성을 존중하여 고유한 유산, 생활문화, 전통가치의 보전 및
상호 공존과 상생에 기여한다.
원칙 3 제주 내 관광산업의 활력과 장기적인 경제적 운영이 보장되고 고용과 소득기회 등 사회 경제
적 효과가 제주도민에게 확산되도록 기여한다.
원칙 4 산업간 연계와 융복합으로 의미가 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고품질·고품격의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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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하에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를 조성하고 도민참여의 기저 아래 제주의 고
유한 관광산업 콘텐츠 강화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매력도 제고,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관광산업 집중 육성, 글로벌트렌드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체질 개선, 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체계 구축이라는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12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그간 제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제주관광산업의 질적 개선과
도민과의 상생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도민체감 전제하에 제주의 청정자연유산의 활용과 문화매력도 강
화,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농어촌지역으로의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
안했다. 또한 획일적인 관광 패턴 및 산업간 협력 부족으로 인한 저부가형 관광산업의 개선을 위해 휴양형
MICE산업의 육성, 웰니스투어리즘 선진화, 청정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화 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고품격
제주관광 가치 강화를 통한 제주관광 고부가가치 방향을 제안했다. 증가하는 외래관광객 수요의 질적 향상
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관광시장 다변화 전략, 관광품질 개선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 제주관광
기반 구축으로 제주관광의 고품격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관광활성화 효과에 대한 도민체감이 부족한 현
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존형 관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휴양·관광 제주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통해 제주관광이 지닌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제
주관광의 위상제고 및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6 문화·교육·복지 부문 -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
제주는 우수한 자연과 문화적 여건 하에 있지만 도민이 제주문화의 주체로서 이를 체험, 향유하는 것과
자유롭고 활발한 창작활동여건이 부족하며, 외부자본의 유입과 자본논리로 인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정체
성이 훼손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사회는 도민이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통의 계승을 통한 제주 정체성 강화와 새로운 문화의 수용, 제주 공동체정신의 계승 그리고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제주문화 생태계의 청정한 흐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시대와 세
대, 인종의 다름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타문화의 수용, 상생과 어울림을 통해 공존하는 공감문화를 만들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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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 조성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제주자연에 문화의 가치를 더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키워간다.
원칙 2 제주를 새로운 문화를 키우는 문화창조의 섬으로 만든다.
원칙 3 제주도민이 체감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되도록 한다.
원칙 4 제주인의 성장과 제주의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원칙 5 지역사회 중심의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정적 복지체계를 마련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문화로 행복한 제주 만들기, 제주 공감공동체 만들기, 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양성, 모두가 행복
한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4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문화로 행복한 제
주만들기를 통하여 제주의 정체성 제고에 따른 도민의 자부심을 향상하고 제주문화의 융성 및 경쟁력을 제
고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문화·교육·복지 제주 구현을 위한 기본 구상을 통해 확대될 제주의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가 제주의 발
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복지를 통해 사람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며,
형성된 문화적·인적자산을 통해 미래 제주의 번영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그리고 6대 부문별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정의되는 제주미래비전은 향후 제주
도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세계의 발전 동향을 전문가나 행정만의 시각이 아니라 도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도정이
유지·발전시켜야 할 핵심가치를 발굴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정의 각 분야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
련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을 제시함과 더불어 각 분야별 정책이 일관성 있는 방
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개개 분야별 도정이 지향해야 할 공통의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가 각각 다른 정책방향이나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도민과 투자자
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도정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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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민이 중요시하는 핵심가치에 바탕을 두고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도민의 공
감대 형성과 도민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과거보다 용이해 질 수 있으며, 정책의 결과에 대한 도민
의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미래비전 수립으로 앞으로 제주사회가 21세기 인류의 가치와 부합하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 대규모
저가·단체관광객 중심의 관광에서 전 세계인이 찾는 세계인의 제주, 자연·문화·사람에 바탕을 두고 정
체성을 갖는 제주,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제주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비단 이 비전에서 제시되는 수단뿐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도민사회와 도의회, 도정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주변여건
의 변화로 일부 정책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핵심가치인 “청정”과“공존”의 가치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제주
도민들이 바라는 “청정과 공존의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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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 -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배경 및 목적

01 제주미래비전 수립의 배경
미래가치에 기반을 둔 도민이 공감하는 일관된 계획 및 정책의 부재
● 급격한 제주의 여건변화로 기존에 수립된 성장일변도의 계획, 정책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지속적인 육지로부터의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천만 관광객 시대), 중국자본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이러한 여건변화는 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으나, 제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엇갈린 평가도 상존하고 있음

여건변화로 인한 기존 성장일변도 정책의 개선
● 중국자본의 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지속가능한 관광 등 제주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민
의 합의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 중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제주토지의 중국화, 숙박시설 중심의 중산간지역 난개발, 제주의 정체성 훼
손 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객 증가 역시 제주의 발전, 도민의 수입증대와 연계되지 않고 대규모 자본에 예속되는 형태로 형성되
고 있음

미래 제주를 이끌어갈 새로운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 필요
● 제주는 그간 감귤산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등에 특화되어 왔으나,
제주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함
● 기존 산업과 융합된 제주산업(감귤+관광, 해초류+신약, 식·음료+의료관광)을 찾아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Ⅰ. 제주미래비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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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주미래비전의 목적
지역현황 진단과 잠재력 분석을 통한 현안이슈 대응
● 중국자본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자본도 유치하면서 제주의 친환경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
략을 제시함
● 세계환경수도 조성, 탄소제로도시 조성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현
안 이슈에 대응함

미래가치에 기반을 둔 미래비전 설정
● 그간 제주의 계획,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통해 투자·환경·보전·미래가치를 아우르는 일
관된 비전 및 원칙을 마련하여 제시함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미래비전 제시
● 미래비전 수립에 다양한 방법의 도민참여시스템을 마련하고, 향후 제주도정에 협치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
는 계기를 제공함
▶ 기존 제주의 정책·계획에 대한 재검토, 향후 제주의 발전을 위한 청정과 공존의 미래 핵심가치를 실
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개방과 소통의 주민중심 참여형 “제주미래비
전”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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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정책슬로건

계획의 범위

01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1,849㎢)

02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4년
단계별 계획
● 단기(2015~2019), 중기(2020~2030), 초장기(2030년 이후)
| 계획의 공간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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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정책슬로건

추진체계

● 제주미래비전은 도민, 전문가, 연구단, 행정지원 등 다양한 수립주체 간의 협의를 통한 협력적 계획으로
제주미래비전연구단과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MP)가 연구전체를 총괄함
● 실무위원회(MP단)는 계획추진과 계획내용에 관한 결정 및 협의 등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조정 등 제주
미래비전 수립 전반을 총괄함
● 자문위원회는 제주미래비전 수립에 대한 종합적 자문과 함께 필요시 부문별 집중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제주미래비전 도민(청소년)계획단(이하 도민계획단이라 함)은 제주의 핵심가치와 미래비전 슬로건 등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제주미래비전연구단은 미래상 설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문별 기본구상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사항
에 대한 현황검토 및 계획수립과 실행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함
●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도청 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의 실행력
담보방안을 제시함
| 제주미래비전 추진체계 |
제주미래비전연구단
(도민, 청소년계획단, 총괄MP,연구진, 행정지원 등)

자문위원회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

실무위원회(MP단)
(계획내용 지휘·감독)

-핵심가치 및 중심가치 도출
-미래비전 슬로건 및 정책방향 제시

도민설명회

연구단

-찾아가는 현장밀착 설명회
-지역주민 설명회
-행정시별 도민설명회

-현안 및 계획 과제
-국내외 우수사례 검토
-미래비전 목표설정
-부문별 기본구상
-실행방안

재외도민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원고집필
·부문별 세부과제검토

제주도의회

관련부서
-관련 실무담당자(실국장 및 부서장)
-현안자료 제공 및 토론회 등

설문조사

유관기관

온라인 소통방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 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6▪ 제주미래비전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Ⅱ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정책슬로건

1. 핵심가치 및 미래비전 도출
2. 제주의 핵심가치와 미래비전
3. 부문별 목표 및 정책방향

Ⅰ. 제주미래비전의 개요

▪7

8▪ 제주미래비전

1

C HAPTHE R

2

제주미래비전 -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핵심가치 및 미래비전 도출

01 제주의 핵심가치 도출 과정
● 제주비래비전과 핵심가치 도출에 있어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은 미래상을 도민 스스로가 제안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임
● 제주의 핵심가치 도출을 위해 전문가 사전 설문조사, 상위 및 관련계획 키워드 도출을 선행하여 실시하
고, 6차례에 걸친 도민계획단 회의를 통해 제주의 핵심가치를 도출함

| 제주 미래가치 선정과정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문가
사전설문조사

상위 및 관련계획
키워드 도출

제주 미래비전
도민계획단 의견수렴

단계별 종합 제주
핵심 미래가치도출

미래의 관점에서 모두가 공감·공유할 수 있는 가치 고려

| 제주도민이 찾은 핵심가치 종합분석 결과 |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제주이미지를 잘 반영하는...
제주의 문화를 반영하는...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높이는...
세계인, 대한민국 국민, 제주도민, 단체, 개인 등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가치 고려

Ⅱ.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정책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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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전 및 목표 설정 원칙 및 과정

(1) 비전 및 목표 설정 원칙
비전 및 목표 설정 원칙
● 핵심가치(청정, 공존)를 기반으로 하고, 도민 행복 중심의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함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민 삶의 질을 목표로 제시함
·제주도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과 실천사업은 도출함
·미래비전을 통해 행복한 지역발전, 통합적 균형발전을 추구함
● 청정자연과 상생하는 발전전략을 마련함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브랜드, 환경자원 등 기존 자산을 활용함
·새로운 성장동력은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에 두고 미래유망산업을 선도함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 발전을 실현함
● 세계를 지향하는 미래비전으로 제주도민의 역량을 강화함
·국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함
·제주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 인프라를 국제수준으로 향상함
·새로운 휴양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여 세계관광시장을 공략함

| 제주 미래비전 설정 원칙 |

핵심가치 기반의
도민 행복 중심
-도민의 뜻을 반영
- 도민 삶의 질 제고
- 도민이 중심 정책과제 도출
-미
 래비전을 통해 행복한
지역발전, 통합적 균형발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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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자연과
공존하는 발전전략

세계를 지향하는
미래비전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브랜드, 환경자원 등
기존 자산 활용

-국외 우수도시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트렌드
반영

-새로운 성장동력은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에 두고
미래유망산업 선도

-제주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인프라를
국제수준으로 향상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 발전

-새로운 휴양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여 세계관광시장을 공략

목표 설정 원칙
● 글로벌 트렌드 및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
·해외 우수도시 및 상위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목표를 제시함
● 제주도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견인함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이를 근간으로 하는 자치도시를 실현함
●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함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여건 및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함
● 주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질을 개선함
	·제주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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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및 목표 설정 과정
● 제주도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한 잠재력과 발전과제를 검토함
●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여 타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방향을 모색함
●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제주도의 미래상을 검토함
● 국내외 우수도시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함
●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과 공무원,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함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 의견을 적극 반영함
| 비전 및 목표설정 절차 |

현안이슈 및 계획과제

메가트렌드

국내외 관련계획 및 사례분석

주인의식과 바램

핵심가치·중심가치 도출

제주 미래비전 도민계획단 제시

대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제주 미래비전과 목표설정

(3)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 운영과정 및 비전 설정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은 제주도민이 바라는「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제주의 자산 및 가치찾
기, 현안이슈 도출, 제주의 미래상과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미래상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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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 운영과정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전준비

본 회의 개최

모니터링

의견수렴

-지원위원회운영(8회)

-1차:자산 및 가치찾기
-2차:현안이슈 나누기
-3차:미래상 찾기
-4차:미래비전 정하기
-5차:정책방향 찾기
-6차:비전전달식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후 실행력 담보)

-중간보고회 참석과
의견제시
-도민계획단 설명회
개최
-온라인소통방
의견수렴

● 도민계획단에서 제시한 6개 비전을 기본으로 제주 핵심가치와 미래 트렌드,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
여 미래비전 슬로건을 선정함
● 1차에서 제안한 12개 비전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2차에서 6개 비전(안)을 제시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에서 제시한 비전슬로건(안) |

1단계: 12개 비전 제안
-사람과 청정자연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제주
-청정자연과 상생문화가 조화로운 제주
-환경과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며 다함께 소통하는 제주
-제주만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6차산업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제주
-균형발전과 문화보전으로 세계화되는 제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의 세계화
-자연,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모두가 건강한 제주
-제주의 문화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제주
-사람과 자연이 깨끗한 건강한 제주
-자연과 문화가 상생하는 힐링제주
-제주사람이 중심이되어 개발하고 발전하는 제주
-보존과 발전이 함께하는 제주

2단계: 6개 비전 제안
-청정자연과 상생문화가 조화로운 제주
-환경과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며 다 함께
소통하는 제주
-제주만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6차산업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제주
-균형발전과 문화보전으로 세계화되는 제주
-자연,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모두가 건강한
제주
-제주의 문화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제주

Ⅱ.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정책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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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에서 제시한 목표(정책방향) |
구분

목표(정책방향)

환경·에너지 분과

- 체계적 환경교육으로 도민환경의식 제고
- 환경자원의 가치를 키우는 제도적 기반 강화
-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안정적 전력수급체계 구축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제·일자리 분과

- 지역 문화 특성을 반영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친환경 산업 및 6차 산업 활성화

도시·주택·교통 인프라 분과

경제·일자리 분과

문화·관광 분과

사회복지·공동체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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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 관리
- 청정의 가치를 키우는 도시 조성
- 상생과 공존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 지역 문화 특성을 반영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친환경 산업 및 6차 산업 활성화

- 제주 문화의 보전체계 구축 및 세계화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민체감형 관광산업 육성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관광시스템 구축

-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실현
- 다양성을 포용하는 제주공동체 조성
-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 배움의 욕구를 채워주는 평생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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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 -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제주의 핵심가치와 미래비전

01 핵심가치 및 미래비전 설정

핵심가치
● 제주의 핵심가치는 제주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주의 지속성장을 위해 놓칠 수 없는 미래가치
이며 전 도민이 공감·공유하고 제주도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는 미래비전의 핵심요소임
● 제주의 핵심가치는 청정자연, 자연경관 등 자연요소와 관련된 청정과 미래세대, 자연, 세계인과 같이 더
불어 사는 모습의 공존을 채택함
● 청정(淸淨, purity, clarification) : 맑고 깨끗함. 더럽거나 속되지 않음. 오염되지 않은 상태임
● 공존(공존, co-existence) :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

중심가치
● 핵심가치와 더불어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치로 핵심가치의 개념에 적용을 받으며 핵
심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중심가치(자연, 치유, 휴양, 건강, 평화, 문화, 사람, 세계화)를 채택함

| 제주의 핵심가치와 중심가치 |
핵심가치

중심가치

청정

자연, 치유, 휴양, 건강

공존

평화, 문화, 사람, 세계화

Ⅱ.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정책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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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 슬로건
● 제주의 비전슬로건은 청정자연, 자연경관 등 자연요소와 관련된 청정과 미래세대, 자연, 세계인과 같이
더불어 사는 모습의 공존을 채택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목표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여 가치를 키우며, 건강하고 활력있는 제주를 실현함
●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조성함
| 제주미래비전 체계 |

핵심
가치
중심
가치

청정

자연

치유

비전
슬로건

목표

주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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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휴양

건강

평화

문화

사람

세계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생태자연
청정

편리·안전
안심

모두가 행복한
공존 도시

성장
관리

상생
창조

휴양
관광

문화·교육
복지

02 핵심가치의 의미
제주역사와 청정·공존의 가치
● 청정지향의 제주역사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끊임없는 과정을 거쳐 역사를 형성하며, 제주의 자연 역시 제
주인과 상호작용을 거쳐 제주인의 자연관 및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침
·제주의 자연은 섬과 산, 바다, 바람, 돌과 같은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이 주요소이며 제주인의 삶에 불
가분의 관계를 형성
·제주의 토지는 매우 척박하며, 뜬 땅, 자갈밭이 대부분인 제주에서 풍족한 생산물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한라산을 중심에 둔 섬의 대부분 토지는 목초지였고 몽골 지배 이래 최근까지 국공유지로 관리되어 왔음
·제주인의 바다는 제주와 남들을 구별하여 주는 확실한 경계로 인식되며, 경계의 확정성은 자아의식과
주체성의 확립을 뜻하고 공동체성을 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능도 수행
·이러한 역사적 경로로 인해 제주인은 자연에 대한 외경감이 육지보다 강하며, 청정이라는 가치를 매
우 중요시하는 요소로 작용함
● 공존지향의 제주역사
·해양국가 탐라는 1000년의 수명을 다하고 고려 숙종 10년(1105년)에 고려왕조의 일개 지방으로 전락함
·탐라 1000년의 역사적 사실은 고대 제주인의 정신세계에 진취적이고 자율적이며, 내부적으로 강한 자
존감(pride)을 형성하였음
·제주인들은 고대 독립국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자율성, 자존감을 내면화하였으며, 강력한 외부로부
터의 힘에 대응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정체성을 강화하여 왔고, 내부적으로는 공존의 공동체(수눌음 정
신)역사를 형성하여 공존의 사고를 내면화해 왔음
·제주사회는 역사적으로 공동목장, 공동어장 등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공존의 방식을 내면화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신은 향후 물, 바람, 토지 자원의 공유자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로서 청정·공존 가치의 의미
● ‘청정’가치
·제주의 산물인 농·수산물은 청정자연에서 나오는 것이며, 소비자 역시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임
Ⅰ. 제주미래비전의 개요

▪17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제주의 대규모 관광지를 보기 위함보다는 제주의 청정자연을 향유하기 위하여
제주를 방문함
·따라서 청정자연은 제주의 유일한 자원이며, 청정을 잃는다는 것은 제주를 다 잃는 것임
● ‘공존’가치
·제주의 역사에는 수눌음 정신 등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제주도민의 정신(긍정적
의미의 삼촌정신, 궨당정신 등)에는 현재에도 공존의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음

·이러한 공존의 가치는 내부지향적인 것에서 외부적으로 확대되어야할 제주의 고유 가치임
·제주에는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이주민과 제주도민은 같은 섬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공동
의 운명체이며, 공존의 가치는 더욱 더 필요한 시점임
·‘공존’의 가치는 비단 현 세대의 공존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의 의미도 포함됨
·제주는 역사적으로 육지로부터의 수탈, 제주 4·3 등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점을 감안하면, ‘공존’의 가
치는 평화의 이미지까지 연장되어야 할 것임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로서 청정·공존 가치의 활용
● 제주미래비전은 제주 미래의 큰 그림이며, 청정·공존의 가치는 제주미래비전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임
·청정·공존 사회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
·미래비전은 청정과 공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되는 것이며, 상황에 흔들리는 계획이 아니라 상
황변화를 수용하는 제주사회의 지향점임
● 청정·공존의 가치는 미래비전 수립의 원칙과 기준임
·정책·계획 간의 상충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판단하는 근거임
·미래비전을 토대로 수립되는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최상위 지침과 가치판단의 준거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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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도시정책 트렌드1)와 제주미래비전의 정합성
●

국외 정책 트렌드의 발전과제로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안전, 고용, 공공서비스 등이 핵심키워드로 도출되며
대응전략으로 경제성장, 지속가능성, 세계화, 에너지, 인재, 교육, 의료 등이 주를 이룸

●

메가트렌드 및 글로벌 트렌드의 주요 핵심키워드인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안전, 고용 등의 미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도출함

●

제주의 미래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지속가능성, 세계화, 에너지 등의 대응전략을
장기적인 변화, 정책 패러다임 고려하여 부문별 전략을 도출함

내셔널 메가트렌드와 제주의 영향
●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전국평균(1.18명)에 비해 높은 출산율(합계출산율
1.43명(2013))로서 전국 16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은
제주도도 피하기 어려움

●

(문화·가치관 다양화) 자연환경에 대한 삶의 가치를 중시하여 제주로 이주해오는 이주민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과학기술 발달 및 융합) 제주시 구좌읍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건설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내수창출효과를 기대함

●

(기후변화) 주변해역의 수온이 점차 상승하여 농작물, 어류 등의 아열대화가 예상됨

●

(자원부족) 생활·농업·공업 등의 용수의 증가로 물부족 심각 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 글로벌화) FTA의 확대와 중국경제 부상 등의 경제 글로벌화로 인해 제주의 해외 관광객의 유입과 외국
자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소득 증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꾸준하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제주 역시 2012년 대비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비율이 2배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저성장) 경제의 저성장, 산출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어 고용 없는 성장 (jobless growth)이
계속되고 있음에 반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지정(2006년) 이후 빠른 인구 유입 및 관광객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정치 다원화) 지역 정책결정에 있어서 하향식 의사결정방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 의사결정(Bottom-up)으로
시민참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등 정책결정자 역할에서 거버넌스의 형태인 조정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음

1) 기획재정부. 2012. 「주요 선진국이 바라본 미래 트렌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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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파워 중시) 기존의 경제발전, 신규개발 등 규제중심의 하드웨어 정책을 벗어나 재생, 유지·관리,
생활인프라, 만족도 및 안전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변화로 전환되고 있음

유사도시(섬국가 포함)의 발전모델 분석 및 시사점
●

마요르카
·관
 광과 외국인투자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로 관광객이 감소하자 환경중심,
보존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듯이 현재 제주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미래에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큼
·성
 장위주에서 환경지향적 정책방향으로 전환하여 제주 고유의 환경과 문화가치를 지키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책전개가 필요함
●

몰타

· 몰타가 하드웨어적인 신규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관광인프라(숙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값싸고 질 낮은
관광시설을 표준화수준까지 이끌어 내는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듯이, 제주 또한 신규개발에 대한 유치는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분류화를 통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롭게 개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호텔의 경우 4-5성급만 수용하는 등 개발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관광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듯이, 개발 필요성이 보장된 신규시설에 대한 수용은 질적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그 수단으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허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뉴질랜드
·뉴
 질랜드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전략을 추진하여 뉴질랜드의 ‘순수 자연’의 이미지를 주력산업인
관광분야에 접목하여 ‘경험’, ‘모험’을 강화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관광정책의 성공 후 ‘새로움과 혁신’을
주제로 농축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조화된 2차 브랜드 정책을 추진하였음
·제
 주는 기존 주력산업인 1차·3차 산업정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제주의
청정 이미지 및 잠재력과 IT, BT 산업 등과의 공존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싱
 가포르의 복합 리조트는 단순히 대형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합쳐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창출해냈다는 점이 큰 시사점이듯이 향후 제주의 복합 리조트 조성은 MICE 시설로의 기능
이외에도 국가이미지를 반영한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싱
 가포르는 복지에서 주택문제에 접근한 가족지향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자가촉진’을 주택정책의 기조로
삼았듯이 제주 또한 저소득가구가 단계적으로 주거수준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의 공급 및
서민의 지불능력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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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홍
 콩이 미래발전 전략을 사회, 경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발전하며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질 확보를 계획의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듯이, 제주 또한 도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도민소득 향상 등 도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홍
 콩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공공에서의 인프라시설 구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선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 타 사업을 견인하는 추진방식을 적용하였듯이, 제주만의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업적 개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하와이
·하
 와이가 우선 순위사업 선정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듯이, 제주 또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사적인
자원관리 추진을 위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하
 와이가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관광, 산업, 교육 등 분야별 미래전략에 따른 정책을 수립했듯이,
제주 또한 도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에 관한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하
 와이가 자연자원을 보전한다는 원칙 하에 하와이만의 관광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 관광산업체,
지역사회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듯이, 제주 또한 도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Ⅰ. 제주미래비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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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 -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부문별 목표 및 정책방향

01 부문별 현안이슈 도출 과정
● 1단계: 인문현황 및 물리·사회·경제적 여건 분석(해당분야 현황(현안사항 포함)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2단계: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정부계획, 도계획, 해당분야 상위·관련계획 등 법정 및 비법정계획을 검
토하고, 계획수립의 시사점 도출)
● 3단계: 제주도내 추진 중인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 검토
● 4단계: 종합적 의견수렴(도민계획단, 설문조사, 언론보도, 제주도정, 도의회 등)
● 5단계: 현안이슈 및 계획과제 도출(1~4단계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현안이슈 및 계획과제를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MP단), 도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안이슈 및 계획과제 도출)
| 현안이슈 도출방법 |
구분

1단계

주요 내용

현황 분석

세부 내용 및 수행방법
-제
 주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토지이용계획 변화, 주택 및 도로 등 인프라
개발 사업 등의 현황자료 구축
- 현황 분석을 통한 도시계획 분야 주요 과제 및 시사점 도출
- 제주도내 추진 또는 계획사업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
 부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주택종합계획, 도로계획,
도시재생계획, 산업단지계획 등 검토
-제
 주특별자치도 계획: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등 검토
-기
 타 정부 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계획,
산업·경제·관광·환경 등 모든 분야 상위계획 검토 및 시사점 도출

2단계

도의 모든 법정·비법정
계획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한계점 도출

3단계

도시계획 및
추진현황 검토

- 개발사업

추진현황 검토 및 현안문제 도출 외국자본 투자유치사업을 비롯한
각종 계획사업 추진현황 검토

4단계

의견수렴

-도
 민계획단, 설문조사, 언론보도, 제주도청, 도의회 등 현안이슈 도출을 위한
종합적 의견수렴

5단계

현안이슈 및
계획과제 도출

-글
 로벌 트렌드, 국가정책 등의 연구자료와 도내·외 전문가 자문, 자문단, MP단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의 현안이슈 및 계획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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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문별 주요 현안이슈
| 6대 부문별 주요 현안이슈 |
부문

주요 현안 이슈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생태환경 및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 훼손
소규모 난개발 및 과잉개발로 중산간 경관 및 생태환경 훼손
해안지역의 생태계와 환경자원의 파괴, 경관 훼손 및 사유화

생태·자연·청정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불법배출·무단투기로 환경질 저하, 처리시설 포화
수자원(지하수, 상·하수도, 농업용수 등) 관리체계 미흡
농지잠식, 개방화,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품 경쟁력 저하 우려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체계
관광객 증가,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 등에 따른 교통혼잡 증가
항공수요 증가 및 항만물류 비용 부담

편리·안전·안심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부족
외국인 유입인구 증가
재해, 재난대응 위기관리 시스템 취약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 증가
제주 지역 내 지속적 인구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 수급의 적정화 곤란
지역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 심화

성장관리

중산간, 곶자왈, 해안지역 등 난개발 및 과잉개발 우려
개발의 교외화에 따른 원도심 침체
도민들이 공감하는 경관자산의 가치 발굴 및 활용, 극대화 미흡
공유자원의 무분별한 남용과 파괴
지역경제 구조의 경직성 증가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른 1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상생·창조

투자유치의 주민체감도 부족
일자리 확충 및 일자리 수급의 미스매치 증가
제주자원의 공동자원화
자연관광 위주의 관광콘텐츠 및 공간적 한계

휴양·관광

MICE,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저가단체관광에 따른 제주관광 품질저하 및 관광수지의 악화
관광활성화 효과에 대한 도민체감 부족
제주도 전통·지역자산의 계승·발전 및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 미흡

문화·교육·복지

도민의 공동체의식 약화
미래 인재를 위한 학습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필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미흡 및 복지체감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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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6대 부문의 목표 및 정책방향

부문별 현안이슈를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기반하여 6대 부문의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

생태·자연·청정 부문 :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 (세계가 인정한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 제고) 글로벌 환경·생태브랜드 구축, 세계환경수도조성 등으로 국
제 기대에 부합하는 선도적 역할을 마련함
● (기후변화 대응으로 환경 정책의 지속적인 변화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 규제 기준 강화 및 환경정
책 트렌드 변화로 카본프리아일랜드와 같은 청정 환경에 대한 욕구에 대응한 친환경 제주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편리·안전·안심 부문 :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
● (이용자가 편리한 녹색교통체계 마련) 자동차 이용을 억제 또는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
단(천연가스, 전기 등), 비동력 교통수단(자전거·보행 등) 이용 장려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대응)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도
시기반을 마련하고 재해,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광객 증가 및 유입인구에 대비한
국제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

성장관리 부문 : 성장과 보전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
●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토지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 필요) 최근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의 대규모 개
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읍·면지역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 정착주민의 유입에 따라 토
지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함
● (지역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합리적 토지자원 공급 방안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도입 후 경제역량 성
장, 도시성장지표 상승, 관광객 급증 등 투자 분위기 고조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자원 공급 방안을 마련함

상생·창조 부문 :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
● (제주의 산업시장의 다변화에 대응가능한 융복합화한 산업발전전략 필요) 산업간 연계를 위한 2차 산업
기반 미약으로 1차 산업의 6차 산업화 및 명품화, 관광산업과 복합 파생 산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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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액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의 투자유치 관리체계로 전환) 역외자본유치나 외부 투자에 의한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자본이 축적되고 지역주민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선순환적·내생적 발전을 추구함

휴양·관광 부문 :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
●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수립 필요) 증가하는 관광객수 대비 관광수익이 적어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연계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수익창출방안 모색이 필요함
● (체험과 휴양을 통해 청정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품격관광 도모)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제주도민이 체
감하고 수익이 되는 융복합 고부가가치 관광을 추구함

문화·교육·복지 부분 :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
●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로 문화가 핵심인 제주문화 마련) 세계화시대에 제주를 알리고 지역의 정
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발전을 견인하는 문화정책을 마련함
● (모두과 함께 누리고 성장하는 교육·복지환경 조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및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집행
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핵심가치(청정과 공존)와 6대 부문별 목표와의 관계 |
현안이슈
핵심 가치

현안 문제

VISION

청정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수준으로
보존하여, 가치를

정책방향
훼손가치

상호작용

지속적인 인구 유입

부문

자연환경

생태·자연·
청정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편리·안전·
안심

편리하고 안전한

(중산간/해안지역 훼손,
외국인 투자유치

난개발 과잉개발 우려)

규모 증가

키우며 건강하고

관광객은 증가하나

지역경제

활력 있는 제주

관광수입 낮음

(도민체감부족, 1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일자리창출)

성장관리

정주환경

상생·창조

상대적으로 낮음
1인당 GRDP

공존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

기후변화
영향 심화
지역 불균형 심화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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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유가치의 혼란

목표

변화

(원도심 침체, 도시기반기설부족,
주택수급의 적정성)
휴양·관광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안심 제주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제주

정체성과 공동체
(도민의식 약화, 전통문화 계승
미흡, 갈등관리 및 조정 미흡)

문화·교육·
복지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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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본구상

1. 생태·자연·청정 부문
2. 편리·안전·안심 부문
3. 성장관리 부문
4. 상생·창조 부문
5. 휴양·관광 부문
6. 문화·교육·복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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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청정 부문
제주는 풍부한 자연자원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원의 생태적 가치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정체성과 직결된 해안변과 중산간 지역에서 난개발과 사유화 등으로 인한
경관훼손은 우려할 수준이다. 또한 인구 및 관광객,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오염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자원 및 에너지 확보와 한정된 청정자원인 지하수와 농지에 대한 보전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청정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주가 지켜야 할 자원과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미래세대와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즉, 그간의 개발관행을 재검토하고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하여 청정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제주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자원 총량보전과
환경부하 최소화의 대원칙을 정립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공존의 가치 속에서 한정된 자원과
도민의 삶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번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민과 상생하는 에너지 자립정책을
토대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조절하고 도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에너지공동체 자립기반을 마련한다.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만들기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도
 민이 지켜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자원을 훼손하거나,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
원칙 2 해
 안변과 중산간의 가치가 사유화, 경관훼손, 생태계 파괴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저하되지 않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원칙 3 과다한 환경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원칙 4 핵심 환경자원인 지하수, 농지의 기능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조성하고 제주번영의 근본적 자산인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환경자원 총량보전, 중산간의 체계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는 청정 사회체계 기반 구축, 지하수 가치증대를 위한 수자원 이용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청정농업 기반 마련, 청정 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소비수요 관리 고도화라는 7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28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주의 환경적 가치가 미래번영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의
대가로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되는 지금의 성장방식을 중단하고, 보존해야 할 부분을 온전히 보전하면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대표적 환경자산에 해당되는
해안변과 중산간에 대해서는 난개발, 사유화 등 현안이슈에 대응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증진시킬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정된 자원여건 하에서 인구와
수요증가에 대응하면서 청정사회체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즉, 폐기물, 에너지, 수자원
등 각종 정책부문에서 자원 이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하수 자원이
가치없이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농지의 양적·질적 기능을 보전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도민들이 직접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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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기본방향
● 환경자원 총량보전과 환경부하 최소화의 대원칙 정립 및 이에 입각한 정책 추진
·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생태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성장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보존해야 할 부분
은 온전히 보전하면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이행함으로써 제주의 환경
적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번영을 추구함
· 세계 환경수도 비전 달성을 위해 개별 자원의 보전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차별화된 혁신적
관리방안 등을 도입하여 환경훼손과 갈등을 차단하고, 관련 정책부문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
한 각종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정립하고 내실화함
● 대표적 환경자산인 해안변과 중산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입
· 해안변과 중산간의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주 해안변 전체와 중산간에 대해 통합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도입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추진함
● 한정된 자원여건의 가치와 잠재력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보전방안 마련
· 제주의 핵심자원인 지하수가 미래에도 고부가가치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가치 없
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청정농산품의 근간인 농지가 투기와 난개발로 잠식되지 않도록 보전하여 친
환경 농업 기반을 보존함
● 인구 및 수요증가에 대응한 안정적·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주기반 구축
· 각종 자원 이용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급량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보다 나아가, 환경부하를 최소화하
고 도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확대함
· 에너지 수급관리 고도화, 대체 수자원 확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기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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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황 및 문제점
● 생태환경 훼손 및 자원의 보전과 관련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 생태환경과 생태면적(투수면적)은 제주의 경관 형성과 지하수 함양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
하고,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 제주가 보유한 생태환경과 생태면적이 손실되어 제주의 청정성을 훼손하
고 현재와 미래의 공존을 위협함
·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과 주민들이 보존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자원들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상실·훼손되고 있으나, 무엇을 보존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개개 자
원의 보전과 관련한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남
● 중산간지역만의 독특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난개발·과잉개발로 훼손
· 중산간은 제주도의 독특한 지형, 생태계, 경관, 지하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존 필요성이 높으나, 무
분별한 개발사업 및 소규모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이 가진 경관과 생태적 기능 훼손에 대한 우려가 급
격히 증가하고 있음
● 해안지역도 생태계 및 환경자원 파괴, 사유화 및 경관훼손 발생
· 해안변에 분포한 주요 환경자원과 조간대 등 해안생태계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훼손되고, 경관 및
공간의 사유화, 어울리지 않는 시설 입지 등으로 해안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증가, 불법배출·무단투기 등으로 환경질 저하
· 제주도의 1인당 쓰레기배출량은 전국 평균에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으며(사실상 전국 1위)이며, 2010
년 이후 배출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매립시설도 곧 포화될 예정임
· 주거지 인근 등의 무단투기 뿐 아니라 중산간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문제에서부터 육상양식장, 하천
정비사업, 연안개발사업 등에 의한 해양오염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부하가
증가하면서 환경질 저하가 우려됨
● 사회·환경적 여건변화에 따른 지하수 이용 및 관리체계 미흡
· 지하수 이용의 용도별 관리 주체 및 역할 미비로 인한 일시적 지하수의 부족, 오염요인의 증가에 대
응하여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농지잠식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개방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품 경쟁력 저하도 우려
·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농지를 편법으로 취득하여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으며,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품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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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에너지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나 다각적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
· 2030년 신재재생에너지 100%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를 통한 육·해
상풍력발전시설 확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 도민 편익화 등이 필요함

03 주요이슈
● 주요이슈 1: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생태환경과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의 훼손
● 주요이슈 2: 소규모 난개발 및 과잉개발로 중산간의 경관 및 생태환경 훼손
● 주요이슈 3: 해안지역의 생태계와 환경자원 파괴, 사유화 및 경관훼손
● 주요이슈 4: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불법배출·무단투기로 환경질 저하, 처리시설 포화
● 주요이슈 5: 수자원(지하수, 상·하수도, 농업용수 등) 관리체계 미흡
● 주요이슈 6: 농지잠식 및 개방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품 경쟁력 저하 우려
● 주요이슈 7: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체계

| 생태·자연 청정 부문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 |

핵심가치
VISION

청정
제주만의 청정자연이
온전히 보전되면서,
새로운 가치와 잠재력을
창출하는 신성장체계

공존
청정의 가치 속에서
보전과 이용, 한정된
자원과 도민의 삶이
조화되는 지속가능
번영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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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

현안문제
생태환경, 보전가치 높은
자원 훼손
중산간의 난개발 및
과잉개발
해안지역의 사유화 및
경관훼손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불법배출
·무단투기로 환경질 저하, 처리시설 포화
수자원 관리체계 미흡
농지잠식, 농산품 경쟁력
저하 우려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체계

정책방향
발전과제

환경 자원
총량 보전

▶

추진전략
환경자원 총량 보전

중산간의 체계적 관리·이용방안

중산간/수변
가치증진

환경부하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마련
환경오염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에너지 관리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는
청정 사회체계 기반 미련
지하수 가치증대 및
수자원 이용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청정농업기반 마련
청정에너지 공급확대와
소비수요 관리 고도화

04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 주요이슈와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
주요이슈

추진전략

실천전략
1-1.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도입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생태환경 손실,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의
훼손으로 제주 정체성
훼손 및 갈등발생

1-2. 환경 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환경자원 총량 보전

1-3. 도민참여를 통한 「지켜야할 자원」 정립
1-4. 지역공동체 참여형 자연자원 관리체계 도입
1-5. 곶자왈 등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

소규모 난개발 및
과잉개발로 중산간의
경관 및 생태환경 훼손

2-1. 중산간에 대한 보전·이용구상 수립
중산간의 체계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2-2.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2-3.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경관관리 강화
3-1.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해안지역의 생태계와
환경자원 파괴,
사유화 및 경관훼손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3-2.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3-3.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의 기능복구
3-4. 8개 유수하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4-1.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 도입
4-2. 환경부하 통합관리 기반 구축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불법배출·무단투기 등으로
환경질 저하 우려,
처리시설 포화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는
청정 사회체계
기반 구축

4-3. 직매립 최소화 및 자원순환 기반 강화
4-4. 오염원 대응형 모니터링 및 원인자 부담 복구 강화
4-5. 환경부하 발생 대응형 총량관리 체계 도입
4-6. 환경의식 선진화 및 실행기반 마련
5-1. 지하수 청정가치 극대화를 위한 보전·관리 강화

수자원(지하수, 상·하수도,
농업용수 등)의
관리체계 미흡

지하수 가치증대를 위한
수자원 이용관리 강화

5-2. 건강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마련
5-3. 안전한 수자원 이용을 위한 인프라 정비·확충
5-4.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통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현

개방화,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품 경쟁력 저하,
청정농산물 생산 축소,

지속가능한
청정농업 기반 마련

6-1. 농지의 양적·질적 기능 보전
6-2.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
7-1. 에너지 자체충당제 도입 및 소규모 에너지공급 확대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체계

청정 에너지 공급확대와
소비수요 관리 고도화

7-2.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 및 에너지 안정화
7-3.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로 세계화 추진
7-4. 도민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에너지 공급모델 확대

※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은 생태ㆍ자연ㆍ청정 부문에서 앞으로 제주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대원칙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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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1

실천전략 1-1

생 태 · 자 연 · 청 정

부 문

환경자원 총량 보전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도입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 제주가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부문에
서 제주가 보유한 풍요로운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키면서 성장하겠다는 원칙을 정립함
※환
 경자원이란 제주가 보유한 우수한 생태환경뿐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이 담긴 독특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요소 등 보전가치가 높은 중요자원까지 모두 포괄한 개념임

● 과거와 같이 개발로 인해 환경자원의 청정가치가 훼손되거나, 개별 자원의 보전에 관한 갈등으로 공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과 도정이 합심하여 계획적 관리와 섬세한 제어를 통해 현재의 환경자원의
양적·질적 가치를 유지하고 나아가 증진시킴
※ 보전과 개발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보전을 위해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님

환경자원 총량보전을 위한 주요 정책추진 과제
● 첫째, 총량적 측면에서 현재 제주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청정 환경자원 훼손 여
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훼손이 우려될 경우 원인자가 본래 수준으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함
● 둘째, 환경자원의 면적, 개소 등 양적 차원뿐 아니라, 각 자원이 보유한 질적 가치까지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함
※미
 래비전에서는 제주의 대표적 환경자원인 해안변 생태계, 중산간의 우수한 자연경관, 곶자왈, 지하수 등을 대
상으로 4개 전략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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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자원 총량보전을 위해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신규 정책방안 종합 |

구분

부문별 관리방안과 총량보전 원칙과의 관계

실천전략

청정 생태
환경

원인자가 환경을 훼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복원 의무화 조치를 취해 환경자원
총량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1-2

해안변의
환경자원

해안변이 보유한 우수한 경관과 자연자원(빌레 등), 생태계(조간대 등) 등이 개발로
인해 단절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그 외 각종 인문·사회적
보전요소(용천수, 마을어장 등) 등에 대한 훼손을 차단함

3-1~
3-4

곶자왈

곶자왈이 보유한 지하수 함양 기능, 자연경관 가치 등을 온전히 보전

1-5

오름

오름이 형성하는 중산간의 독특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

2-3

지하수

지하수가 더 이상 불필요한 부분에 가치없이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

4-1

공동체 단위의 자연자원관리제도를 통해 개별자원의 보전 강화

1-3

개별 자원

주. 오염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하 최소화 및 환경의식 선진화 전략을 참조
주. 본 도면은 환경자원의 총량보전과 관련하여 제안한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주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을 바탕으로
작성한 개념도로, 특정 공간에 대한 행위제한 여부와 무관함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 총량보전 원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신규 정책과제 도입에 앞서,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각종 사업과 정책들을 대상으로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환경, 수자원 등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 뿐 아니라, 환경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문(도시개발, 농·축
산, 산업, 관광 등)의 사업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도 총량보전 원칙과 정합성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토과정을 통해 별도
의 운영지침(SOP)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정책 추진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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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1-2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총량보전의 개념
● 제주가 생태계 등급이 높은 지역을 보전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행
위에도 생태계 총량적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함
● 총량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개발을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면서도 생태환경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복원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의미임
| 생태환경 총량보전 개념도 |
현재
등급에 의한
보전방식

총량유지차원의
보전방식

미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가치훼손분
생태계의 총량적 가치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는 복원조치
생태계의 총량적 가치

| 총량가치 보전체계와 현행 시스템과의 비교 |
<현행 관리보전등급 체계>

<미래비전의 제안>

<환경자원총량등급 체계>

일부 행위 제한

c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조치 없음)

b

훼손된 환경
복원 의무화

훼손 불허 영역

a

훼손 불허 영역

일부 행위 제한

대상: 관리보전구역

생태환경 총량유지 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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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불허 영역
대상: 제주 전체

※현행 관리보전등급체계, 환경자원총량등급에서는 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훼손불허영역 이외의 등
급에서는 주요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복원조치가 없음. 따라서, 총량보전을 위해 훼손불허
영역 이외의 공간에서 주요환경자원들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에 복원조치를 도입함

생태총량을 보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특정 행위로 인해 자연훼손이 일어날 경우에도 해당 자연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는 동적인 총량보전체
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보전체계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 금전적 보상은 자연환경 훼손을 정당화시키는 부작용이 가능하여 제주에서는 우선은 배제하고, 초장기적으
로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 |

·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할 자연환경(비오톱)에 대한 훼손의 정도를 평가하여 원인
자 부담 원칙하에 의무적으로 이를 복원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임
· 특정사업으로 비오톱이 훼손될 경우 본래 면적과 동일한 면적 또는 2배 등 주(州)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복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연침해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연훼손을 회피하는 전략을 우선시하되,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훼손대상지
내에서 복구(균형조치)하거나, 개발대상지 이외의 장소에서 대체조성(대체조치)하는 방안을 활용 중이며, 불
가피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활용함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방향 및 주안점
● 특정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례 및 지침(신규 마련 필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지에 분포
하는 생태 및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산정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함
※ 현행 규정 및 법규 등에 의해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예. 절대보전구역, 관리보전등급 상 생태계 1, 2등급 등)은
현 제도의 틀을 그대로 준용하며, 제주 전체 면적 중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 이외를 대상으로 훼손에 대한 의무
복원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함
※ 단,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 복원조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바로 조례개정을
통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전에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공론
화 과정 등을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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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1-3

도민참여를 통한 『지켜야 할 자원』 정립

도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켜야할 자원을 구체적으로 정립
● 제주에서는 무엇을 보존해야하는지에 대해 도민과 행정, 사업자간에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개개 자원의 보전과 관련한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남
●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주 전체 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을 반영하여 해당 자원이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립함
※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곶자왈, 뱅듸, 습지, 해안선, 해안사구, 빌레 등 생태·환경요소 뿐 아니라 환해장성, 해
녀촌, 공동어장, 돌염전, 용천수 등 인문·문화자원까지도 지켜야 할 자원의 범주로 생각하고 있음

● 도민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시적인 설문조사를 추진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피드백 및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생각을 좁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특히 초점을 두고 후속작업을 추진함
※ 지역별로 지켜야할 자원에 대한 인식이 상이한 부분을 감안하여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지켜야할 자원과 별도로
지역별로 지켜야할 추가 자원을 설정할 필요도 있음

●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최근 추진한 마을 자원조사 시범사업과 같
은 사업을 도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 가능함
※ 마을단위 조사의 경우, 지역별 자원분포 현황 및 특성, 상대적 보전가치 차이 등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향후 지역단위의 주민이 주도하는 협정 및 협약제 등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마을단위의 자원조사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도에서 수집한 뒤, 이를 기반으로 공론의 장을 열고 설문조사 등
을 통해 도민의 의견과 가치를 모아나가는 접근이 필요함

실천전략 1-4

지역공동체 참여형 자연자원 관리체계 도입

개별 자원요소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관리방안 도입
●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훼손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모두 감
시자가 되고, 도민의 제보에 따라 적시에 조치명령이 취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대규모 개발행위가 아닌 이상 특정 자원에 대한 훼손행위 모두를 공공이 감독 및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며, 실제로 도민 제보를 통해 환해장성 파괴, 빌레 훼손 등에 대해서도 언론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음

● 마을단위 계획에 마을에서 지켜야할 자원을 규정하고, 경관협정제도 등의 협정 및 협약제도를 참고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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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1-5

곶자왈 등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강화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환경자원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도록 조치
● 현재 곶자왈은 관리보전지역의 틀 속에서 지하수보전등급, 생태계보전등급, 경관보전등급의 3개 등급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지하수 및 생태계 보전등급기준이 곶자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곶자왈 전체에 대한 온전한 보전이 곤란한 상황임
※ 곶자왈 중 생태계 3~5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개발이 허용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곶자왈의 우수자원들이 더 많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보전지역 등급기준을 조정(평균수
령이 높은 삼림식생 등급상향 등)하여 보전영역이 확대되도록 조치함
● 장기적으로는 곶자왈이 세계적으로도 보전가치가 인정된 환경자원으로 경관, 지하수 함양, 다양한 생물
종의 서식지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명확히 정하고 하나의 보호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음
※ 곶자왈 보호구역 설정시 이를 바탕으로 핵심-완충-전이지역의 제어방식 이외에도 보전요소의 일부 연접구역
까지 보전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생태회랑, 생태네트워크 등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전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
을 도입할 수 있음
※ 관리보전지역 등급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작업만으로는 곶자왈 전역에서 개발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
고, 곶자왈의 생태적 기능(특히 지하수)을 고려할 때 곶자왈 자체 뿐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도 추가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음

● 오름의 경우 오름 자체에 대한 보전보다는 오름으로 상징되는 중산간 지역의 경관이 주변의 난개발로 인
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제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관관리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함
● 그 외에 빌레 등 주요 자연자원과 인문·사회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들의 경우에도 각 자원들을 특
성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마련함
※ 해안변의 경우 개별 자원에 대하여 보전을 해 나가는 것보다 통합관리구역 및 해안변 그린벨트의 통합적 틀 속
에서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정립될 『지켜야할 자원』을 보존하는 방식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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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2

실천전략 2-1

생 태 · 자 연 · 청 정

부 문

중산간의 체계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중산간에 대한 보전·이용구상 수립

중산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전 및 이용구상 수립 필요성
● 중산간에 대한 난개발 및 과잉개발 이슈의 핵심은 각종 소규모 개발사업이 계획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채
중산간의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곳에 산발적으로 입지하여 중산간 전체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임
※ 현재 제주도에서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으로 해발고도 400m 이상에
대해서 3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의 추진을 차단한 바 있으나,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 400m 이하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양상은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 난개발, 도시지역의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로 인한 피해와 유사하
며, 보전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계획적 관리를 통해 제어해야 할 부분임
※ 중산간은 곶자왈, 오름 등 자연환경 뿐 아니라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 취락지역도 중산간 내에 다수 분
포(중산간 내 32개소의 취락지가 분포)하고 있음
※ 보전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행위는 중산간내 지역민의 생활편익과 제주의 장기적 번영기
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없음

● 중산간의 어떠한 공간을 보전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마련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해
현명하게 공간을 관리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함

중산간에 대한 보전 및 이용구상 수립방향
● 중산간을 보전구역, 선계획구역, 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중산간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하
고, 선계획구역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방향을 제안함
● 보전이 우선시되어야 할 구역의 경우, 중산간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 자원요소의 분포 및 집적도 등을 감
안하여 보전이 필요한 특정 자원이 밀집된 구역을 우선적으로 공유지로서 확보하는 방안을 통해 보전구
역을 확보하고 중산간 국립공원화를 모색할 수 있음

40▪ 제주미래비전

●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개발이 예정된 구역 중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개발사업 및 주택공급을 관리구역으로 유도하여 산발적으로 중산간에 입
지되는 것을 차단하고 개발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공급에 따른 환경부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함
● 선계획구역은 중산간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역 중 사회간접자본의 공급,
도시화지역에서의 접근이 유리한 공간에 지정하고, 공공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부합하는
개발만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영역

구역 여건

관리 및 이용방향

보전
구역

지하수 함양 및 생태계서비스라는 기능
측면에서 특히 보전해야 할 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구역. 동쪽과
서쪽의 곶자왈 등 감안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개발
이외의 방안으로 해당 자원의 가치와 잠재력을 활용.
전략적인 국유지 확보전략을 통해 국립공원화 추진

관리
구역

기 개발되었거나 개발 추진예정 지역 및
그 인접지역(기개발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 등)

추가적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기 공급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및 주택공급 수용 유도

보전구역과 관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중 환경훼손과 추가적 인프라공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부 구역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는 개발만을
수용하는 선택과 집중전략 추진

선계획
구역

● 이와 같은 계획적 관리를 통해 보전해야 할 곳은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
발사업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음
● 이 구상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간적 범위는 현행법상 200~600m 기준에 한정하기보다 자연적 요소(표
고, 경사, 보존자원 등)와 인문적 요소(취락과의 거리, 기존 취락, 공동목장, 기개발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산간은 통상적으로 해발 200~600m사이의 산간과 평지의 중간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
며, 법적(2000년 전문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조 중산간지역의 정의)으로도 정의되어 있음. 현재 동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고 유효함.
※ 해발고도 200m 이하에서도 중산간적인 취락구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곶자왈의 경우도 중산간 내에 온전
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특정 정책집행의 대상으로서 중산간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활용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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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2-2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 중산간에 대한 핵심이슈는 난개발 및 과잉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으로 제주도에서는 최근 중산간의 산록
도로 및 오름 기준 한라산 방면에 대해 대규모 투자사업(관광개발)을 배제하는 방향을 명시하고, 해당구
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한 바 있음
● 위 조치는 중산간의 모든 구역이 아닌 한라산 주변 인근지역만(400m 이상만)의 대규모 개발사업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중산간 지역의 개발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개발과 200~300m 영역은 제
어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다음 두 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30,000㎡ 미만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택신설의 경우 중산간 내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는 중산간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신설 등
최소한의 수준에서 허용하고, 산발적으로 주택이 입지되지 않고 기존 마을에서 신설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보완함
· 개발사업의 경우 중산간 자원과 연계하여 중산간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규모 관광 및 체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하고 별도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
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함

현 제도의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우선 활용하되, 궁극적으로는 계획허가제로 제어
● 궁극적으로는 미래비전의 계획허가제를 통해 중산간의 각종 개발행위가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임
● 단기적으로는 현행 개발행위 허가제의 틀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허가기준을 보완하여 운용함
※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운영 중이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해 이미 위임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의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보완 및
심의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소규모 난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제어가 가능함

실천전략 2-3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경관관리 강화

우수한 경관 자원이 집적된 보전구역을 대상으로 경관훼손에 대한 제어방안 강화
● 오름 등의 경우 보전해야 할 요소가 오름 자체보다는 중산간을 배경으로 오름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경관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점경관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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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3

실천전략 3-1

생 태 · 자 연 · 청 정

부 문

수변2)·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해안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 수립의 취지 및 필요성
● 해안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훼손되면서 모든 해안변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는 해변 전체를 대상으로 대두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기반 마련이 시급함
※ 해안변에서 야기되는 경관, 사유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경관심의와 기타 개별법에 근거한 행위 제어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별적 수단만으로는 해안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관된 기준과 원칙하에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

● 제주도는 연안관리지역계획(2012)을 수립하면서 바다에서부터 지적경계선까지의 범위에 대해 4개 연안
용도(이용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 특수연안)와 13개 기능구를 지정하여 해역에 대한 일관된 관리틀을
마련하였음
※ 2010년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연안해역 용도별·기능구별 지정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수립됨
※ 용도별로 신규 관리방안이 제시된 것이 아닌 기지정된 사항을 재분류하는 차원임

● 단, 육역에 해당되는 해안변에 대해서는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틀이 부재함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과 해안변 종합관리계획 수립
● 해안변 전체를 통일된 틀 속에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안변을 하나의 공간단
위로 지정함으로써 일관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해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도입하도록 추진함

2) 제주의 수변은 물과 접한 친수공간으로서 이용과 보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간으로 해안변과 유수천(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을 포함
하는 개념임. 해안변은 해안선(만조수위선)으로부터 조간대, 해안사구, 사빈(모래사장)을 포함하여 해안의 자연환경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공간을
지칭하며, 관리의 대상으로서 해안변은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포락지를 포함하는 공간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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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선 또는 지적경계선에서부터 일정범위까지를 통합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해당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환경위해 행위까지 제어하도록 추진함
※ 하천정비사업 등 육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안변 및 통합관리구역에 대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경우 행위
자가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제주 전체 해안변을 이용, 보전, 관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각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차별적 관리방안을 적용함
● 정책적으로 관리해안의 기능과 경관 등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량적 지표로 삼고 훼손이 심각한 해안변을
우선적으로 원상조치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함
※ 이용해안에 대해서는 경관, 공공접근성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된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며, 그 중
에서도 모래해안(사빈)은 연안침식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 해안변 유형구분 개념도(예시) |

주: 해안변 유형은 해역용도구분, 토지이용, 자연요소, 친수활동여건, 토지이용 및 규제사항,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기조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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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해안변의 특징

관리 및 이용방향

보전
해안

제주만의 자연요소가 넓게 분포하거나, 생태환경
및 경관이 탁월하게 우수한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보전해야 할 해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변은
완벽하게 보전 → 자연성 보전, 경관우수지역 관리강화

관리
해안

항구 등 기 개발된 지역 주변이나 취락지역 주변
등으로 보전가치와 친수활동 및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또는 우수한
경관이 훼손되거나 부적합한 시설이 입지하여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해안

기능과 경관 등에 대한 훼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리해안을 이용해안과 보전해안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추진 → 자연성 회복, 접근성 개선,
토지이용 관리(해안경관 저해시설 단계적 철거)

이용
해안

친수활용성 및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청정과 공존에
친수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해안변에서는 청정환경과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적극적 이용 또는 그와
개발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추진 → 관광자원화
연계하여 유도할 필요가 있는 해안

주: ※ 표시는 제주도 해안가 공유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공유수면 등 해안가 관리계획의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구체적 사항으로,
이를 보전, 이용, 관리해안의 틀에서 구분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하였음

통합관리구역 내 행위는 궁극적으로 계획허가제를 통해 관리
● 이와 같은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공공의 관리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추
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해당 영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해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세부적으
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계획허가제 도입이 필요함
※ 계획허가제, 해안변 유형별 계획허가시 주안점에 대해서는 계획허가제 부분 참조

실천전략 3-2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해안변의 주요자원 보존, 생태계 연결성 확보, 연안침식 최소화를 위해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 해안도로 건설로 조간대와 해안변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공호안 구축 등으로 해안변 소실과 연안침식
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해안가가 가진 자연적인 청정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의
첫 단계로 해안변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함
※ 해외에서는 해안변 관리를 위해 개방적인 해변 경관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연안침식과 생태계 파괴 등을 제어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선 후퇴제도(set-back)를 활용하고 있어, 이 개념을 제주도의 해안변 상황에 맞게 변
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해안변 그린벨트는 해안변의 조간대와 주요자원들이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더불어,
인공호안 구축 등 인위적 행위에 따른 추가적 해안변 소실 및 연안침식 가속화를 방지하는 종합적 목적
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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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변 그린벨트의 성격 : 전면적 개발금지가 아닌 보전강화 및 바람직한 이용 유도
● 제주도에서는 해안변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이미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으나, 해안변 그린벨트의 취
지는 해안변에서 건축행위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①해안변의 주요자원이 보존되고, ②생태계
연결성이 확보되고, ③연안침식 가속화를 야기하지 않는 사업만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허용함에 있음
※현
 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축심의시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바닷가 부분에 대한 건축행위 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자연 암반지역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불허하고 있음
※ 해안변 그린벨트는 원천적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제도는 아님

● 도민의 생활과 공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공인프라(도로 등), 주민생계유지 관련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해안변 그린벨트 내에서는 사업성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생태계 연계성이 유지되고, 연안침식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함

해안변 그린벨트의 범위는 지역적 여건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정
● 해안변 그린벨트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지적경계선(포락지 포함)에서부터 해안도로까지로 설정하
되 해당 해안변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정함
※ 해안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해안사구 및 지켜야할 자원이 연속될 경우 그 끝선까지 확대하여 지정하거나,
해안도로와 해안선이 멀리 이격된 경우 주변 해안변 그린벨트를 참고하여 해안가와 가장 가까운 도로 등으로
조정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함

| 해안변 그린벨트의 공간적 범위(예시) |

구역A(예시)

해안변 그린벨트 영역(안)

구역B(예시)

도시화지역

보전요소

해안도로

해안도로

해안사구

해안사구

조간대

조간대

공유수면, 바닷가

공유수면,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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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3-3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의 기능 복구

사유화 및 경관 훼손된 해안변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 접근로 차단 등으로 경관, 공간의 사유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즉각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통
해 공공의 접근성을 회복하도록 조치함
● 일부 해안변에 폐허로 방치된 건물이나 일부 해안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조성한 시
설의 경우 협조를 통해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소유물에 대해서도 경관개선 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유화 및 경관훼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및 처벌 규정 마련
● 해안변의 공공접근로는 개발 후 의도적으로 차단 및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에서 공공접근로 차단, 사유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도민 모니터링 기반, 처
벌규정 등을 마련함

실천전략 3-4

8개 유수하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하천에 대해서도 해안변과 유사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마련 필요
●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하천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으나 그간 하천정비 및 홍수 등 치수관
리에 주로 초점을 두고 수립되어 체계적·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상시 물이 흐르는 8개 유수천의 경우 친수활용성과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
하며, 해안변의 3개 유형과 유사한 체계로 관리방안 마련이 가능함
※ 8개 유수하천: 도근천, 옹포천, 창고천, 도순천, 악근천, 중문천, 연외천, 동흥천
※ 이용-보전-복원하천의 유형으로 접근하여, 하천의 특성에 맞게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는 하천은 최대한 보
전하되, 활용가치가 높은 하천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며, 복원이 필요한
하천은 생태적으로 복원하도록 관리가 필요함
※ 미국 오레곤주의 경우, 특별관리가 필요한 하구에 대해 자연관리유닛, 개발관리유닛, 보존관리유닛으로 구분하
여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생태, 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가 필요 없는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된 지역은 복원지구로 지정함과 더불어 주민 이용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
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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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4

실천전략 4-1

생 태 · 자 연 · 청 정

부 문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는
청정 사회체계 기반 구축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 도입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
● 제주가 명실상부한 환경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생태환경 뿐 아니라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도민과 제
주의 생태계가 모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과 함께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의 정립이 필요함
●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환경부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되, 생태환경과 생
활환경이 이를 수용하여 회복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환경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원칙임
※ 환경부하(環境負荷)란 인간의 활동으로 환경에 발생하는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환경이 정상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부하를 정상부하, 그 사이의 경계가 되는 부하를 한계부하, 이를 초과한 부하를 과부하로
구분할 수 있음
※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이 특정 자연환경 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청정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면,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은 인간과 생태계가 공생하는 공존가치에 기반을 둔 원칙임

●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은 생태환경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환경을 유지하
는 두 가지 영역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함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한 주요 정책추진 과제
● 인구·관광객,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오염 물질 증가와 생태계 오염 등에 대응하여 제주의 환경이 정상적
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부하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 지표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
※제
 주가 지향하는 환경수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도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정책
적으로도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지역별 차별화된 관리를 위해 추진 필요성이 높음

● 개발행위, 경제 및 산업활동 등 인간과 생태계에 높은 환경부하 발생이 우려되는 행위들에 대해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복구 및 처벌하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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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차원의 환경부하 모니터링, 사전/사후 모니터링과 함께, 도민이 패시브 샘플러(간이샘플측정기)를 이용해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도민환경오염 모니터링』을 도입이 특히 중요함

● 초장기적으로 신규로 이루어지는 개발 및 경제·산업 활동의 각 유형별로 발생가능한 환경부하 수준을
사전에 예측하여 해당 활동이 총량적·개별적 측면에서 일정 허용범위 내의 환경부하를 초과되지 않도
록 모든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과다 부하 발생시 그에 준하는 저감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
는 방안을 강구함
※ 개발에 대한 허가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등과 달리 사업 추진 전 제주
환경부하를 감안한 총량적 관리 차원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 과정
을 관리하는 방식임

●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을 선진
화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구분

추진방향

실천전략

모니터링 및
정책지표화

- 관리해야 할 환경부하 정책목표치를 설정하고, 통합적으로 이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4-2

매립 최소화

- 현 직매립 최소화 기조의 정책 추진방향 유지
- 처리시설은 환경부하가 최소화되고 도민과 공존 가능한 시설로 구축

4-3

오염 최소화

- 주요 환경오염우려시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하에 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4-4

신관리체계
도입

- 과다한 환경부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특정 행위로 인한 환경부하를
예측하고, 총량관리 측면에서 저감방안 마련 의무화 등을 통해 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4-5

- 교육, 홍보 및 실천프로그램 마련

4-6

의식개선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언급한 주요 정책과제와 도입에 앞서, 현재 도에
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각종 사업과 정책들을 대상으로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해양, 쓰레기, 수자원 등 환경오염 담당 부서 뿐 아니라, 환경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문(도시개발, 농·축산,
산업, 관광 등)의 사업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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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4-2

환경부하 통합관리 기반 구축

환경부하 통합 관리기반 구축 필요성
● 현행 환경에 대한 관리제도는 폐수 방류구나 굴뚝 등에서 지켜야할 오염 농도치를 법으로 정하고 지키도
록 하는 방식이나, 산업 고도화와 기술발전, 오염 특성의 복잡화(매체간 전이효과) 등 여건 변화로 대기·
수질·폐기물 등 개별 관리방식에 따른 분절된 허가·관리체계는 한계에 도달하였음
● 대기·수질·폐기물 등 영역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접근으로는 인간생활과 생태계에 발생하는 각종 부하
에 대해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함

환경부하 관리목표치를 활용한 통합 관리기반 구축으로 환경수도 위상 확립
● 청정의 가치, 세계환경수도라는 위상에 맞게 선도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환경부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강화함
※ 2020 제주 환경수도 기본계획은 환경부하에 대한 통합관리 등의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으며, 제시한 각종 지표
의 경우도 30개 사업의 성과평가 측면의 지표로 제한적임

● 환경부하 관리목표치는 도민의 생활과 제주 생태계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정하여
우려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하여 설정함
● 단순히 환경오염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과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가 추구해야 할 환
경부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특정 부문 및 지역에 과다 부하가 발생
할 경우 적기에 조치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일차적으로 제주 여건에 부합하는 환경부하 관리목표치 설정이 중요
● 환경부하 관리대상은 크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두 영역의 대상을 포괄하여 설정함
※ 자연환경에 대한 환경부하는 산림, 해양, 토양, 수질(지표·지하)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받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되, 제주여건을 감안하여 마을어장 생태환경, 어족자
원 다양성, 소나무 등을 중시함
※ 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부하는 대기질, 소음, 진동, 악취, 위생, 공중보건 등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로 구성하며, 제주 여건을 감안하여 클린하우스 및 매립장 인근지역 악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세부항목에 대한 환경부하는 현재의 부하량, 한계 부하치, 관리목표 부하치 등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조사와 도민여론조사(관리목표 수준)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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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해야 할 적정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국가기준이나 선진국의 기준을 차용하기보다는 인
간의 건강과 쾌적성, 오염에 민감한 제주 동·식물에 대한 영향 등 생태계까지 포괄적·다각적으로 고려
하여 세계환경수도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함

제주 전역의 다양한 환경부하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기반 구축

● 환경부하 항목들을 제주 전역에 걸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으로써 환
경부하 통합모니터링센터(가칭) 구축을 검토함

환경부하 목표관리치의 활용방안
● 각 환경부하 항목별·지역별 현재 부하량과 한계 부하치, 관리 목표치 등을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제주의
구체적인 지향점을 공유하고 환경부하에 대한 경각심을 증진시킴
● 정책집행 측면에서는 항목별 우려수준을 설정한 후 양호-우려-초과 등 3단계 신호등 체계 방식 등을 도
입하여 정책집행의 부문별, 지역별 우선순위 등의 결정에 활용함

실천전략 4-3

직매립 최소화 및 자원순환 기반 강화

직매립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되 자체 감량에 대한 지원 확대
● 제주 생활쓰레기 정책방향인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는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과 일치하여 이를 유지하되,
기본적으로 첫째, 가연성쓰레기는 전량 소각시키고 둘째, 비가연성쓰레기 중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는
전량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함
●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쓰레기로 처리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도민들이 자체적으로 퇴비
화 및 미생물 공법 등을 통해 감량하거나 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은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며, 지역과 공생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비용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에 따라
경제성 등 비용적 측면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도록 조정함
· 첫째, 소각장, 매립장 구축시 유해물질 제거수준이 높은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며, 악취 발생 또한 최
대한 차단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로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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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소각을 통해 매립량을 축소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로 지역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
는 소각-매립-에너지 통합형 시설로 구축함
● 이러한 기준은 환경부하를 줄이는 측면 뿐 아니라, 소각장, 매립장이 용량초과에 직면하여 추가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부터 고
려할 필요가 있음

실천전략 4-4

오염원 대응형 모니터링 및 원인자 부담 복구 강화

오염물질 누출 우려가 높은 시설·구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 감시시스템 도입
● 오염물질 누출이 우려되는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오염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관리하고, 오염이 발생할 경우 처벌 뿐 아니라 원인자가 책임지고 정화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매립시설, 축산농가, 노후화된 유류창고, 군기지, 육상양식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센서 등을 통해 누출 우려시설 주변의 토양과 수질오염여부를 모니터링하되, 모니터링 대상구역은 우
려시설 유형과 오염원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함

오염물질 누출 우려시설 신설시 실시간 오염발생여부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
● 매립장 침출수 등 토양, 지하수, 하천오염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오염원이나, 누출부위 확인이 사실상 불
가능하여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설시 이러한 누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설비를 통해 스마트하게 관리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양식장 등 환경오염 우려시설은 특정 입지로 집적시켜 오염물을 공동처리
● 육상양식장, 축사 등 산발적으로 입지한 시설들의 경우, 향후 일정 공간으로 집적화하여 오염물공동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함
● 육상양식장의 경우 일부 집적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수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하
도록 개선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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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환경오염 모니터링 신규 도입
● 도 차원의 환경부하 모니터링과 더불어 도민이 패시브 샘플러(간이샘플측정기)를 이용해 문제 지점에 대
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도민환경오염 모니터링을 도입함
※ 도 전체의 환경오염 수준은 도민 개개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으며, 각종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해소
및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도민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바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
로 오염이 확대되기 전 적시에 대응이 가능함

오염원이 다양한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
● 해양환경오염의 경우 대부분(약 80% 이상)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며 그
종류는 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 생활하수, 육상양식장 배출수 등 다양함
● 다양한 오염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및 사업 추진의 경우 인접 해
양 수질환경에 대한 사전/사후 단위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하에 오염복
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
●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추진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
로 오염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함
※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 뿐 아니라, 공공이 추진하는 해안변에서의 각종 매립사업, 인공호안 및 인공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 해안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함

●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고, 개별 사
업 뿐 아니라 전체 해양공간의 수질오염을 지속적·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가칭 환
경부하 통합모니터링센터) 구축함

실천전략 4-5

환경부하 발생 대응형 총량관리 체계 도입

개별사업으로 인한 환경부하량 예측체계 마련
● 초 장기적으로는 특정 개발행위 및 사업추진시 해당 사업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부하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환경부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의무화하는 방식의 체계를 운용
하는 방안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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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 환경부하량을 바탕으로 총량관리 측면에서 저감조치 의무화 등 추진
● 환경부하 발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 및 행위에 대해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하량을 기준치 이하로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운영함
●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환경부하를 크게 발생하는 특정 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하
를 제로화 수준으로 최소화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함

실천전략 4-6

환경의식 선진화 및 실행기반 마련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 교육·홍보 프로그램 추진
● 지속가능한 청정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 사회 등 다양
한 부문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식개선과 자발적 실천노력이 요구됨
● 단순한 쓰레기 배출, 환경보호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개인과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
극 홍보하고, 각종 인센티브와 연계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화함
※ 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교육 진흥조례 등을 마련하여 초중고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곶자왈, 습지탐방 등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문
폐기물 관리
교통

에너지

녹색경영

실천 프로그램 예시
-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
-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량 실천

- 고쳐쓰고 교환하며 오래쓰기
- 일회용 쓰레기 발생량 제로화

- 에코 드라이빙
- 가까운 곳 걸어가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 자전거 타기 활성화

- 가정에서 가전제품 전력사용량 줄이기
- 가전제품/전열기 대기전력 사용량 줄이기
- 조명등 소비전력 줄이기

- 사무실에서 전력 사용 줄이기
- 전력피크 시간대 최대 부하 줄이기

- 기업내 녹색운동 실천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자원 재활용
- 오염물질 저감 대책 수립 및 실천

출처 : 제주발전연구원. 2015.「친환경사회체제 구축방안」. 일부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환경교육 시범도 추진을 위해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통해 선진적 환경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제주교
육청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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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문보다 우선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방안 등 쓰레기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종량제 봉투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각 봉투에 지정된 용도와 달리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인식확산 및 도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
물쓰레기 퇴비화 방법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함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음식물 30%감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통을
설치해주고, 텃밭보급소에 위탁하여 퇴비화교육을 추진하여 초등학생들이 직접 음식물쓰레기, 톱밥, 커피찌꺼
기로 쉽게 미생물을 만들어 퇴비화시키는 방법을 교육 중임

추진전략 5

실천전략 5-1

생 태 · 자 연 · 청 정

부 문

지하수 가치증대를 위한
수자원 이용관리 강화

지하수 청정가치 극대화를 위한 보전·관리 강화

지하수의 질적 가치 보전을 위하여 공공 주도 관리 강화
● 지하수 청정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및 재평가 등을 통하여 선제적 관
리체계를 강화하여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매년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 청정 지
하수의 관리를 강화함
● 사설 지하수 개발의 신규 허가를 억제하고 지하수 이용 용도 변경 제한을 통한 지하수 관리강화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의 지하수 이용 용도를 불법으로 전환하거나 미사용하는 경우에 지하수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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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 용도에 따른 대체 수자원 활용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용가능한 다양한 수자원(빗물, 하천유
출수, 하수처리장 방류수, 염지하수 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지하수를 개발과 이용 대상에서 보전과 관리의 대상으로의 지속적인 인식 전환 및 도민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함

실천전략 5-2

건강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마련

사회적 여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계획 수립
●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고도화 및 수원을 다양화 함
●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동부해안지역 지하수에 염수침투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속가능
한 수요 예측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오염 가능지역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 용수공급
관망과 배수지를 구축함
● 농업용수의 지하수 이용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권역별(마을 단위) 농업용 저수조와 공급체
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의 광역화(읍·면 단위)사업을 추진함

청정 수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체계 정비
●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과정에 ICT(정보통신기술) 접목, 체계적인 수량·수질 관리와 양방향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소비자 신뢰 기반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추진함
● 취수원 수질 모니터링 강화 및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간 물 이송 체계 구축으로 상수원 보전
및 지역별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도모함
● 청정 수자원 기반의 무약품 수처리 등 차별화된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수질안전성 확보와 함께 소독
제로 인한 이취미(異臭味) 및 소독부산물 발생을 최소화함
●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기반의 스마트 관망관리로 수돗물 이송과정 누수 및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여 최종
수요자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함
● 실시간 수질 정보 제공, 옥내 급수설비 관리 서비스 등 소비자 눈높이 수도서비스 제공 확대로 수돗물 이
용 편의 및 신뢰 향상을 도모함
● 주요 관광지역 중심으로 수돗물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여 수돗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청정·관광 도
시로서의 글로벌 이미지 강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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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5-3

안전한 수자원 이용을 위한 관리 인프라 정비·확충

이상기후 및 사회적 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하수처리계획 수립
●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양하고 공공하수관로 연결로 공공주도의
하수처리 정책을 강화함
※ 대규모 단지개발사업 또는 건축개발 사업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신속히 반영(예: 부분변경, 전체변경 등)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도함
※ 소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공공하수도 연결 후에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함
※ 반복적인 사업계획 변경 등 과도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하수량을 전량 중수도로 활용하여 관리를 강화함

● 집중강우에 따른 직접유출 증가(지하수 함양량 감소)와 기온상승(증발산량 증가) 등 미래 환경변화를 고
려한 소규모 분산형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함
●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에서 전량 관리가 어려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개
선을 위한 환경공영제3)를 도입함
●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 화학비료, 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거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인식으로 전환함
※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업을 통해 점오염원인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함

지하수의 잠재오염원 제거를 위한 하수도관망 체계 정비
●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정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 비율 상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에 대한 공공하수처리 의무화 등 관련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에 따른 지하
수 오염 가능성을 제거함
● 지하수 잠재 오염원인 노후·누수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하수관 설치 및 기존 하수관 정
비 시 분류식 하수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발생 하수를 저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기존 하수관을 활용한
빗물 차집 시스템 구축으로 빗물 재이용을 도모함

3) 환경공영제는 음식점, 숙박업소, 비영리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일처리 용량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시설개선비 및 운영
비를 지원해 전문위탁관리업체가 처리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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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5-4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통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현

지하수 관리시스템 등 수자원 관련 상세 데이터 구축
● 한정된 수자원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자원 데이터 수립을 통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변화, 기온 상승에 따른 물 수요량,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염수침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 효율적 상·하수관망체계 계획을 위한 지하매설물 데이터를 구축하고 물의 공급 및 처리에 있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하수도관망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 및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
계적으로 도시지역과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하매설물 정보를 구축함
● 지하수와 관련한 통합운영 환경 및 도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하수의 고부가가
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제주 물 관리체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지하수 연구기관 설립
● ‘생존 및 생활을 위한 물공급’차원인 기본적 물공급 개념에서 건강보건, 방재, 접근성, 수원의 다변화
등과 같은 사회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체체계로 전환하고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이원화된 물관리체계를 통합함
●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수자원의 관리, 물의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관
리시스템 전체를 통합한 지능형 물 관리체계를 구축함
● 다중수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수자원 분석, 모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수자원의 변동 예측을 통
한 물부족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맞춤형 ICT 기반 물정보 관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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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6

실천전략 6-1

생 태 · 자 연 · 청 정

부 문

지속가능한 청정 농업기반 마련

농지의 양적·질적 기능 보전

(양적관리) 농지가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 농지는 식량생산의 터전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재해예방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를 편법으로 취득하여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투기와
난개발로 농지가 잠식되는 현상이 나타남
※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니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부지 등을 신축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농지전용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 제주 농지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제주 도민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제주산(Made In Jeju) 청정농
산물의 근간이자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원으로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그 기능
이 소실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함

(질적관리) 농지전용 행위 등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
● 자경의무기간 부여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농지전용 행위를 차단하는 양적 농지기능 강화방안과 더불어
농지전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변 농지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농지의 질적기능 보전을 위한 방안
도 도입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농지전용에 따른 농로 파괴, 우천시 배수 집중으로 인한 경작지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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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6-2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업 육성 필요성
● FTA,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 농업을 농가들의 생계유지 차원으로 한
정하여 접근하는 관점에서 나아가 제주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음
●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토대로 제주산(Made in Jeju) 농산품이 곧 친환경 농산품(안전 먹거리)이 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제주 농산품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함
※ 제주에서만 재배되었던 한라봉, 천혜향, 금귤 등이 기후온난화 등으로 타지역(충북 괴산 등)에서도 출하되고 있
는 상황으로, 공급과잉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물류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육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FTA 이후 저렴한 수입과일이 증가하면서 가격경쟁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감귤 등에 대한 관세
철폐시 가격경쟁력 확보는 더욱 어려움
※ 친환경 농산물의 전략적 육성은 이러한 농산품이 곧 본격적인 고부가가치화로 이어질 수 있는 6차 산업화의 기
반이라는 점에서도 특히 중요함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농축산품 생산기반 조성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수요층을 반영하고, 청정 농축수산업의
메카로서의 친환경 1차산품의 생산량 확대를 추진함
● 청정 자연과 인간이 순환하는 친환경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고, 생산·가공·유통까지 신뢰받을 수 있는 생
산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자연환경과 농축수산업 생산이 상호 순환하고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 생산기반을 조성함
·소비자들의 제주의 청정 고품질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종자 및 종축기반을 확충함
·가축분뇨 처리 및 공동자원화, 축산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청정 축산물을 위한 전염병에 대한 사전예
방대책을 강화하여 청정 브랜드 가치역량을 증대함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동기 부여 및 시행착오 최소화 등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현재 도에서는 2017년까지 경지면적의 20%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방
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주에서는 친환경농업 도입이 미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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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는 1,195곳, 인증면적은 2,602ha이며, 도내 전
체 경지면적 6,2855ha 중 4.1%에 불과한 상황임 (전국평균 5.9%, 전남의 경우 13.4%에 달함)

● 속도감 있게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농가의 인식전환이 전제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꺼리는 이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친환경농
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및 동기부여 강화가 필요함
●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은 유지하되, 친환경농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영농 종
사자들 전반에 걸쳐 친환경농업의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부분을 보강함
● 도에서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혜택을 받은 농가, 또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수많은 성공사례의 주역
을 중심으로 정기 세미나 등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

추진전략 7

실천전략 7-1

생 태 · 자 연 · 청 정

부 문

청정 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소비수요 관리 고도화
에너지 자체충당제 도입 및 소규모 에너지공급 확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자립형 에너지 단지로 조성
● 제2공항, 신항만 등 주요 거점의 국책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에너지 자립성을 지키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장소가 되도록 추진함
●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다소비 업체와 대규모 개발사업단지는 사용전력 일부를 스스로 충당하는 자체발
전충당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이 될 수 있게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함

소규모 에너지 공급시설 및 기술적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강화
● 현행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설치비 지원 또는 공제
형식의 방식을 통해 시행 중이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도민 중심형이
면서 배분적 성격을 지니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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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보급과 도로변을 활용한 소풍력 시설,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에
너지 생산시설의 분산적 설치를 통하여 마을단위 전기공급, 가로등 등 소규모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전
력에 전기를 공급함
● LED 등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소비전기설비 보급 확대와 주차장 등에 센서 기술 도입을 통한 에너지절
감 사업을 추진함
| 솔라로드 상용화 (해외사례) |
구분
명

칭

네덜란드(상용화)

미국(개발중)

솔라로드(Solar Road)

솔라 로드웨이(Solar Roadways)

설치규모

70m, 자전거도로

운영방식

도로 표면에 비춰지는 태양광을 태양 전지판이
흡수해서 전기로 전환

전지패널에 LED 디스플레이까지 결합한
지능형 도로시스템 지향
발열제 장착할 경우 눈, 얼음 제거

전력생산량
이용현황

6개월(2014.12∼2015.5) 시행 결과
3,000kWh 이상 생산됨
가로등, 신호등 점멸 등에 활용

-

도로 등 기존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기반 마련
● 해외에서 상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확대 가능한 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연구 진행이 필요함

실천전략 7-2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 및 에너지 안정화

풍력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되 탄력적이고 다각적인 에너지원 공급정책 연계 추진
● 신재생에너지원 중 풍력 에너지 공급 정책은 생산성과 이용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제주의 여건에 적합하
고 효율적이므로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풍력과 더불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소수력 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대 활용할 수 있도
록 연구 및 적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를 유도함
● 신기후체제 실천을 위하여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과 실천전략인
그린빅뱅모델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진행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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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 안정화
● 기존 에너지원의 에너지 수급 전망을 통한 예비율을 확보하고 공급·수요를 안정화함
● 액화천연가스(LNG)인수기지 건설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도민을 위한 중단
기적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함

수요자 맞춤형 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에너지 효율 및 관리 강화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에너지 관련 인증 기준을 설정하되, 신축 건물은 현재의 인증기준을 적
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신축건물보다 다소 완화된 단계별 인증제도를 마련함
●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저효율 건축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퓨니티브(punitive)제도를
함께 운영함
●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에게 의무 절감 목표량을 부여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확대함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비 장기상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도입함

실천전략 7-3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로 세계화 추진

제주도 전역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통하여 글로벌 에너지 선도도시 육성
● 제주도내 글로벌 융합형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에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가 스마트그리드 완성의 단
계적 전략 추진을 통하여 제주형 스마트그리드의 수출산업화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강화함

※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따른 에너지 시장성 확대
-스
 마트그리드실증사업(제주도 구좌읍) 추진으로 제주도와 한국전력을 비롯해 SKT, KT, LG 등 대기업은
168개 기업들은 6,000가구 중 2,000가구를 대상으로‘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을 추진함
-한
 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6년 2,386억달러, 2030년
8,700억달러(약 985조원)로 추산되며 막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증단지 구축과 운영은 필수임

● 국가 스마트그리드 완성의 단계적 전략 추진을 통하여 제주를 스마트그리드 수출산업화의 선도지역으로
서의 역할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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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통한 설치·공급·관리운영의 융복합적 기술 적용 강화
● 에너지 부하관리를 위한 수요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수요반응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실천전략 7-4

도민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에너지 공급모델 확대

에너지 협동조합제도를 도입하여 도민참여형·주도형 정책 유도
● 에너지협동조합은 미국,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의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덴마크의 에너지사업에
서 협동조합 운영방식은 유럽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함
● 협동조합방식은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bottom-up)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사
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함
● 덴마크의 경우 2009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통해 신규 에너지프로젝트에 지역의 참여와 소유를 확
대하기 위해 소유권의 20% 이상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주민공동체의 합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개발이익 공유화를 확대함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제주형 에너지 분야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05 주요지표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조성을 위해 7개의 추진전략, 28개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실천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환경자원 관리지표, 환경부하 관리지표, 지하수 이용률,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등을 주요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함

● 환경자원 관리지표
·환경자원 총량이란 도민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각종 환경자원(자연요소, 인문·사회요소 등)
을 포함한 지표로 등급을 기준으로 한 면적개념의 단일지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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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 설정해야하는 신규 지표로 앞으로 도에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표화 작업을 착수하고 지표를 마련한 뒤 해당 시점의 환경자원 총량을 유지할 수 있
는 방향으로 활용함
※지
 표의 형태는 크게 ①제주가 보유한 우수한 생태환경 면적과 ②개별 환경자원 보존상태 등으로 구분될 수 있
으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특정 환경자원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
는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
 태환경 면적의 경우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보전등급(1~4-1등급 등)에 해당되는 면적 비중이나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에서 제시한 면적비중 등을 검토하여 설정할 수 있음

● 환경부하 관리지표
·환경부하 관리지표 또한 신규로 설정해야 할 지표로 단순히 환경오염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
라, 도민의 생활과 제주 생태계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정하여 우려수준으로 내
려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설정함
※지
 표의 형태는 크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두 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관리해야 할 적정 수준과 현재의 부하
량, 한계 부하치 등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호-우려-초과 등 3단계 신호등 체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직
관적으로 관리함
※환
 경부하 관리지표는 환경부하의 계량화,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환경
자원 관리지표보다 장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지표임

● 지하수 이용률4)
·전체 수자원 중 지하수 의존율을 2015년 87%에서 2030년 78%, 2030년 이후에는 75% 수준까지 낮
출 수 있도록 하여 청정 제주 지하수 이용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지하수 지속이용허가 관리지표5)
·허가량을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서는 허가 취소와 관정복구 등을 진행하여 조
정하며, 관리지표를 마련하여 제주의 지하수의 청정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정하여 관리
하기 위하여 설정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6)
· 제주의 전력수급은 도내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풍력발전소 등이 완
공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2015년 6.2%에서 2019년까지 50%, 2025년 80%, 2030년에는 100%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함

4) 지
 하수이용량 / 수자원이용량 × 100
5) 제주에 허가된 지하수는 4,811공(148만㎥/일)으로 지하수 이용가능량(176만8000㎥/일)의 83.7%가 개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사설 지하수
의 실제이용량은 허가량의 21%에 그치고 있음
6)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GWh) / 제주도내 총 발전량(GW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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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민구입 의향7)
· 2014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보고서 결과 제주도민 43.4%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의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비의향자는 ‘비싼 구입 비용ʼ(44.8%)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충전시간이 길고 번거로운 점ʼ(13.6%), ‘충전소등 인프라 부족ʼ(9.6%) 등으로 나타나, 관련
인프라 및 지원 등을 통하여 2030년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의향 100%을 목표로 제주 전 지역이
전기자동차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함

| 생태·자연·청정 부문의 주요지표 |
현재

단기
(2015~2019)

중기
(2020~2030)

초장기
(2030년 이후)

환경자원 관리지표

-

지표 정립

유지

유지

환경부하 관리지표

-

지표 정립

개선

개선

지하수 이용률(%)

87

83

78

75

지하수 지속이용허가 관리지표

-

지표 정립

유지

유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6.2

50

80

100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민구입의향(%)

43.4

70

90

100

구분

7)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민구입의향(%) (참고자료 : 2014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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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ㆍ안전ㆍ안심 부문
제주 관광객 증가,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 등에 따른 교통혼잡도가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 및

사회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안전위협요소가 다양화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슈퍼태풍의 증가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범죄,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범죄와 재난, 장애로부터 청정하고 사람중심의 누구나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의 공존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과 예방 집중형 생활환경 조성, 협력과 정보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의 안전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 만들기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대
 중교통분담률 목표를 상향하고 친환경 저에너지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자연과 사람중심의 교통
체계를 마련한다.
원칙 2 제주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항만 및 물류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
원칙 3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100세 시대 대표 건강도시를 조성한다.
원칙 4 재난재해 사후복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예방강화에 주력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를 조성하고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공감하고 체감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다.
녹색·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로 전면개편, 사람중심의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체계 마련,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인프라 개선, 건강하고 편리한 수준높은 도시기반 조성,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우선되는 안심환경 조성이라는 5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16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제주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사람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도시’라는 교통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제주가 앞으로 청정과 공존의 사회실현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통부분의 과제들은 크게 녹색대중교통과 사람중심의 대중교통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녹색대중교통 분야의 실천전략으로는 제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 구상,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인구저밀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람중심의 대중교통 분야의
실천전략으로는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 마을 주민들이 교통공간의
이용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
편리·안전·안심 제주 구현을 위한 기본 구상을 통해 제주의 환경과 조화되고 도민의 안전과 편리가
우선시되는 생활환경·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수준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성장하여
경쟁력 있는 제주로 발전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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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

기본방향
●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주의 청정가치 창출
·현 자가용 중심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면 개편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핵심 동인
(Key Driver)으로 역할을 마련함
·자동차 이용 억제 또는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천연가스, 전기 등), 비동력 교통수단
(자전거·보행 등) 이용 장려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
●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
·기존 공항의 지속적 활용과 제2공항 주변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미래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함
·항만을 활용하여 주변지역에 신성장 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연계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함
·1중심 2거점 물류 네트워크 및 물류복합단지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물류 환경을 개선함
● 편리하고 포용력 있는 도시공동체를 형성하여 공존도시 조성
·건강한 도시환경의 개선으로 도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함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시설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다양한 문화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생도시를 구현함
● 도시 안전 통합 정보이용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공존 사회 조성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되므로 범죄 발생률 증가에 적극 대응함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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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황 및 문제점
● 관광객 증가,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 등에 따른 교통 혼잡도 증가
·제주도 시내·외 버스 분담률은 10.1%8)로 전국 최저수준이고 전국 평균 25.9%에 비해 15.8% 낮음
·제주도 방문객의 자동차 이용률은 약 71.5%이고 렌터카 비율은 약 86.5%로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주민과 보행자를 위한 공간의 부족, 시설상태 열악
·원도심과 신도심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특정지역이 과밀하게 개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도시규모가 증가할수록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 근간으로 진행되어 보행환경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 세계 최고 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 도약의 기본 공항인프라 미흡
·최근 제주의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공항 인프라의 한계가 직면하여 제2공항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최근 10년 간(2005~2014년) ⇨ 2008년 50만 명, 2011년 100만 명, 2014년 333만 명에 이르며 중국
관광객은 2014년 286만 명으로 전체의 85.9% 차지함
·외국인 관광객은 최근 매년 15% 내외 수준으로 급증하여 2014년에는 333만 명에 이름
·영세성 및 노후화된 항만 인프라로 이용 효율성 저하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되며 이는 제주도 경제 성
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4대 부문별 건강수준에서 높은 비만률과 걷기 실천률 취약
·질병이환 부문에서 비만률은 24.4%로 평균인 22.1%에 비해 높으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유형률
은 전국 평균값에 비해 낮은 수준임
·건강행태 부문에서 음주율은 평균값에 비해 다소 낮으나 흡연율은 비교적 높고, 걷기 실천률은 매우
저조한 편임
● 장애인 등록인구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
·제주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실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양호하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미흡함
●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자 증가
·외국인 관광객을 포용하면서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가치로 활용할 수 있
는 기반이 부족하여 중국자본에 의한 자본잠식 위기감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반감 및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

8) 	 제주특별자치도. 2014.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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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슈퍼태풍 발생 증가
·태풍의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7월~9월 내습하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연륙교통인 항공기, 여객선의 결항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매년 증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8,724건이었으나, 2014년 12,511건으로 43% 늘어났음.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를 합한 사상자 수도 2009년 13,407명에서 2014년 19,866명으로 48% 증가하는 등 제주지역
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발생 증가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2011년과 2012년에 제주도
에서 발생한 형사 범죄발생 건수는 평년 대비(약 15%) 급격한 증가를 보임

03 주요이슈
● 주요이슈 1 : 관광객 증가,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 등에 따른 교통혼잡 증가
● 주요이슈 2 : 항공수요 증가 및 항만물류 비용 부담
● 주요이슈 3 :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부족
● 주요이슈 4 : 외국인 유입인구 증가
● 주요이슈 5 : 재해, 재난대응 위기관리 시스템 취약
● 주요이슈 6 :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 증가
| 편리·안전 안심 부문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 |
핵심 가치
VISION

주요이슈
현안 문제

정책방향
발전과제

추진전략

상호작용

청정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누구나 머물고
싶은 생활환경 조성

관광객 증가,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
등에 따른 교통혼잡 증가

변화

친환경 녹색
대중교통 체계 마련

항공수요 증가 및 항만물류 비용 부담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포용 할 수
있는 도시기반 부족

공존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창출

재해, 재난대응 위기관리 시스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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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 증가

사람중심의 친환경
저에너지 신 교통체계 구축

광역인프라 개선

편리한
외국인 유입인구 증가

녹색 대중 교통중심
교통체계로 전면개편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인프라 개선
건강하고 편리한 수준
높은 도시기반 조성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우선되는 안심환경 조성

04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주요이슈

추진전략

실천전략
1-1. 제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 구상

녹색·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로
전면개편

1-2.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1-3. 인구저밀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관광객 증가,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 등에 따른 교통
혼잡도 증가

2-1.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사람중심의
친환경·저에너지
신 교통체계 마련

2-2.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

2-3. 마을 주민들이 교통공간의 이용 계획을 수립

3-1.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마련
항공수요 증가 및
항만물류 비용 부담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인프라 개선

3-2.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3-3.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 구축

고령자, 여성, 취약계층 등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부족

4-1. 근린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건강하고 편리한
수준 높은
도시기반 조성

외국인 유입 증가

4-2. 누구나 편리한(Universal Design) 제주 만들기

4-3.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융합도시 조성

5-1.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예방 강화
재해, 재난 대응 위기관리
시스템 취약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우선되는
안심환경 조성

5-2. 도민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5-3. 도민참여형 교통안전위해요소 사전 예방 강화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 증가
5-4. 협력적이고 창조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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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1

실천전략 1-1

편 리 · 안 전 · 안 심

부 문

녹색˙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로 전면개편

제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 구상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4대 핵심권역(제주시 동지
역, 서귀포 동지역, 신화역사공원 및 영어교육도시, 제2공항 주변지역)을 30~40분 이내로 연결하는 광
역급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
●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는 남북방향 2개축과 동서방향 연장 노선으로 구성되며, 고속형 대중교통수단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동성과 정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광역급행 대중교통 수단의 도심통과구간은 중앙차로형의 전용차선으로 직접연계하여 시내구간 혼잡을
회피하도록 하고, 도심 주변지역에 연계환승(Hub & Spoke)체계를 구축함
● 단·중기(2030년 이전)에는 경제성 측면을 고려해 중앙차로형 BRT(또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우선 검토
하고, 향후 제2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고속형 대중교통수단의 형식(BRT,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등)은 별도로 검토함
|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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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1-2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도심개발과 연계한 대중교통회랑(TOC, Transit Oriented Corridor) 개발
● 제주 도심부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과 대중교통을 연계한 대중교통회랑을 개발하고, 이를 위
해 대중교통중심지구 설치, 보행 친화형 공간조성, 정류소 재정비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형성함

도심부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대중교통회랑은 전용차로를 설치·운영하는 중앙차로형 BRT를 우선 검토하고,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
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동성과 정시성 향상, 청정 제주를 위한 주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빠
르게 제고함
● 버스 중복노선 개편, 통행수단간 환승저항 최소화 등 버스운행관리 최적화, 비와 바람이 많은 제주 기상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상업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등의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으로 개선함

연계·환승(Hub-and-spoke) 체계 구축
● 도심부 광역급행체계를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신교통수단은 제주시~서귀포시
를 잇는 광역급행대중교통 노선과 연계(예 : 제주시의 노형, 삼화/화북지구 등)함

|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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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주차수요 관리정책 시행
● 도심부 혼잡지역의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심부에 공공과 민간 주차시설 설치 제한, 도심지 신
교통수단 노선 축을 중심으로 주차수요 관리정책을 시행함
● 기존 주차장 급지별 일정하게 부과하는 주차요금제가 아닌, 제주시/서귀포시 도심부 대중교통서비스 지
구와 핵심혼잡 지구 등을 중심으로 주차요금을 차등하게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함
| 지구별 주차요금 차등 부과 방식(예시) |

구분
Zone.1
(청정지구)
Zone.2
(공존지구)
Zone.3
(혼잡지구)

실천전략 1-3

요금
수준

주차
시간

차종
(경차/중형자 등)

거주유뮤

상

제한

반영/중과세

구분/중과세

중

탄력적

반영/탄력적 중과세

구분/탄력적
과세

하

-

-

-

인구저밀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제주 도심이외 대부분의 인구저밀도의 공간구조와 고령화 등으로 이용수요 감소 ⇨ 벽지노선 재정적자
⇨ 대중교통 서비스 악화 등의 악순환 구조의 대중교통 서비스기반을 갖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에는 관광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문
제도 동시에 상존함
●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로 구분하고, 간선버스는 일주도로의 주요
버스정류장에만 정차하여 이동성을 개선, 지선버스는 마을단위로 생활권내 이동과 간선버스정류장까
지의 접근성을 개선함

마을 내 접근성 개선 : 교통생활권 구축
● 마을과 간선버스 정류소를 중심으로 대중교통단위 서비스권역(반경 5km)을 지정하여 교통생활권을 형
성하고 지선버스를 통해 최대 10분 이내 간선버스 정류소 접근이 가능토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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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단위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보행·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약자
(특히, 노약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가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함
| 인구저밀도 지역 버스 개선 방향(예시) |

추진전략 2

실천전략 2-1

편 리 · 안 전 · 안 심

부 문

사람중심의 친환경·저에너지
신 교통체계 마련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대안 선정
● 청정과 공존의 관점에서 제주의 4대 교통허브(제주공항과 제주신항, 서귀포항, 제2공항)를 광역간선급
의 대중교통망으로 고속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80km/h9)의 주행속도를 충족시켜야 하며, 건
설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9) 신
 교통수단 시스템의 운영방법(정류소 수 제한, 배차간격조정 등)에 따라 실제 주행속도는 유동적이나, 편도 50km의 노선을 80km/h로 주행하는 경우
통행시간은 약 35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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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과 그 주변지역을 경유하는 광역간선급의 대중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결 가능한 지선 또는 연계
기능 중심의 신규 교통수단 검토가 필요함
●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필요한 신교통수단 대안선정은 두 가지 성격으로 볼 수 있음
·광역간선(동서남북 4개권역: 제2공항 및 주변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신화역사공원/영어교육도
시) 기능, 주행속도(80km/h 이상), 운행환경(지상)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저상용 궤도열차(궤도버
스), 도로형 신교통수단(BRT) 등이 검토 가능(단, 초장기 교통기술 발달 등으로 자기부상열차를 포함
한 다양한 형식 검토 필요)
·지선/연계(제2공항 및 주변지역) 기능, 운행환경(고가/지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은 저상용 궤도
열차(궤도버스), 도로형 신교통수단(BRT), 소형궤도차량(PRT)등이 검토 가능

제주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신교통수단 평가
● 일반적으로 신교통수단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은 경제성, 기술적 신뢰성, 기술적 혁신성, 환경성, 이용
자 편리성, 유지관리 용이성, 상징성 등을 주로 사용함
● 향후에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평가항목, 항목의 선정기준, 평가 항목별 중요도(가치), 도입대상 지역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평가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과 같은 복합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을 상세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안 선정 작업
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 제주 도심부 인구가 35만 수준이고, 장래 인구도 50만 이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중·단기에는 도로형
신교통수단(BRT) 도입 검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가능 신교통수단: 버스 전용차로를 전제로 저상형 전기버스, 저상형 굴절버스 등
·도로형 신교통수단에 투입되는 신교통수단은 친환경·저에너지의 고급형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함
으로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함

실천전략 2-2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

청정과 공존의 제주 관광을 위한 교통서비스 마련
● 제주도 관광객은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렌터카: 61.3%, 택시: 8.5%)반면, 대중교통 이용은 낮아(버스:
8.5%) 개선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제주관광이 해변일주도로, 관광지 산재 등 승용차를 이용한 관광
이 보다 선호되는 것도 한 요인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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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률 개선은 제주도 전체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많은 부분 개선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되며,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가치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방
향으로 설정함
●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또는 무료), 관광지 자전거 대여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카드(24시간 단위 무제
한 이용)를 개발 및 보급하고, 기존 체크카드 형태가 아닌 순수하게 대중교통과 관광지에 대해서만 적
용토록 제한함
● 주요 관광지에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느린 교통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의 관광매력
도 향상, 관광객들이 제주 미래가치 공감과 동참을 유도
● 느린(Slow) 교통수단인 자전거,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의 교통수단을 대여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제주도 해변도로를 느린 도로(Slow road)로 지정·운영하여 제주의 ‘청정’과 도민과 접촉기회를 높이
는‘공존’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함

| 느린교통수단(예시) |
느린(Slow) 교통수단

(세그웨이)

(Tour-자전거버스)

대중교통 연계

(Bus-Bike 트레일러)

관광권역별 순환버스 및 환승시설 정비
● 제주지역 6개 관광권역(북부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동부권역, 남서부권역, 한라산권역)에 권역별
단거리 관광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인접 관광권역들과 유기적 환승을 위해 관광권역이 중첩되는 지점에
‘관광지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정비함
● 권역별 도보관광, 자전거 관광이 활발한 지점을 발굴 관광순환버스 노선을 선정 ‘관광지 대중교통 환승시
설’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렌터카 이용 관광객들도 관광권역 내 이동에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

10) 제주도관광협회. 2013. 「제주관광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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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단거리 관광순환버스와 대중교통 환승시설(안) |

●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장거리 버스노선이나 시설, 관광정보를 공급하
는 정책은 지양함

무료대중교통 서비스 검토
● 제주도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역별 맞춤사업 형태로 중장기적 관점의 도
시공간 재창출 형태로 접근함
●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동성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수요 변화, 차량통행량 감소에 따른
통행시간과 연료절감효과, 도민 편익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타당성과 장래 변화될 통행행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분석한 후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제도 도입을 검토함

실천전략 2-3

마을 주민들이 교통공간의 이용 계획을 수립

마을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
● 제주도를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특성(정체성)에 부합하
는 제주만의 모빌리티(Mobility)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중심의 전략적 교통정책 소통창구 마
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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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공간설정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읍면동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간범위설정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

마을소통 광장 조성
● 마을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과 제주 올레길을 연결하는 마을 산책로를 발굴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소
통하는 마을 소통광장을 구성함
● 교통 결절점 중심의 환승체계와 대중교통중심체계를 연계 추진하여 소통광장 설치를 통한 마을 진출입
구의 상징성과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함

특화가로 조성, 보행전용구역, 보행전용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실시
● 숨은 역사·문화·관광요소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유기적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함

추진전략 3

실천전략 3-1

편 리 · 안 전 · 안 심

부 문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인프라 개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마련

기존공항의 지속적 활용과 발전 도모
● 공항을 이용하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
한 시설을 확충하여 공항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함
● 제2공항이 건설되면 기존 공항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기존공항의 지속적 활용과 발
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항활용 정책방향을 검토함

Ⅲ.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본구상

▪79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미래도시 발전 모델 제시
● 제2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호텔, 쇼핑몰 등 상업시설, 글로벌 교육시설, 물류시설, R&D 센터,
주거단지를 복합개발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함
● 공항의 물류기능과 연계하여 EXPO 등 MICE산업과 물류산업기지를 계획하는 등 글로벌 비지니스 경쟁
력을 확보함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모델 |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업무·컨벤션
(E-Business)

Air-City

교육
(Education)

환경·생태
(Ecology)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주민참여형 공항정책 유도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갈등관리방안을 마련함
·대 상지 선정 후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PI(PublicInvolvement)제도를 운영함
·향후 기존공항 확장대안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합의와 제주 인프라 확충에 대한 효율적
이고 현실적인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주공항의 개발방향을 제시함
·갈등이 발생하면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규칙 등에 관한 사항들을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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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3-2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

항만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항만의 기능 변화에 부응하는 항만 운영 및 항만 이용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 저탄소녹색항만 운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자연의 생태·특성 극대화 및 자원절약적인 항만 운영
관리정책을 강화함

지역경제에 대한 선도적 기능 강화를 위한 신(新)부가가치 산업 창출
● 크루즈 전용 인프라 뿐만 아니라 크루즈관광객 편의를 위한 지원기능의 인프라를 조성하여 크루즈 수용
태세 강화 및 크루즈산업기반을 확충함
● 어항 및 항만배후부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리나 시설 확충을 통하여 연안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
민의 소득창출 공간조성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및 해양복합공간으로 조성함

항만의 지속가능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항만배후지역 조성
● 항만과 배후지역간의 기능 및 개발계획을 통한 항만 및 도시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함
● 항만기능과 연계한 항만도시 특성화 전략을 강구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함

항만 및 항만고부가가치 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 항만의 관리주체였던 제주도에서 공기업으로 관리운영권을 이관함에 따라 항만운영의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경영방식 및 재정의 독립성 강화가 가능함
● 지속가능한 도민주도형 자본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 프로
그램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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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3-3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중심의 물류네트워크 및 인프라 확충
● 지역균형적 물류기반을 고려한 1중심 2거점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물류단지조성으로 도내외 물류중심체
계를 개선함
● 거점별 특성 및 산업간 연계를 고려하여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함
현황

1중심

※ 1중심 거점형(열린삼각형 구조) - 제주시 집중, 물류비 증대, 교통혼잡

개 선(안)

1중심

거점1

거점2

※ 다핵거점 분산형(닫힌 삼각형 구조) - 스마트물류거점, 물류비절감, 교통혼잡완화

| 제주도 거점별 기능 및 역할 분담(예시) |
구분

주요기능

1중심

항공/항만 물류

1거점

항만 물류

물류거점,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 균형발전거점육성

2거점

항공 물류

물류거점, 신개발지 조성, 균형발전거점육성

82▪ 제주미래비전

역할
물류거점,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물류의 전분야에 걸쳐 융복합 기술을 통한 스마트물류(Smart Logistics) 구현
●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종합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으로 제품의 빅데이터(Big Data)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된 정보를 물류 영역에 제공하는 최적화된 종합 물류 서비스 제공하여 물류 운영의
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함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주형 공동물류 사업모델 창출
● 물류의 종합화 및 효율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계획의 인정 및 관련 지원조치를 규정한 법 또
는 정책을 마련함

추진전략 4

실천전략 4-1

편 리 · 안 전 · 안 심

부 문

건강하고 편리한 수준 높은 도시기반 조성

근린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도시환경 조성
● 주거지 근처에 사무실, 학교, 소매점, 문화시설, 레크레이션 시설 등을 함께 배치하여 토지이용 혼합을 유
도하고,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활성화함
● 공원, 녹지, 수변공간 및 산책로는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으로부터 보행 및 자전거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
획하여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향상함

건강 유해 환경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 계획
● 소음, 공기오염, 악취 등 주거지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용도는 충분히 이격시켜 배치함
● 복잡과밀 환경으로 경관,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건물의 높이 및 밀도를 조절함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조도와 간격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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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4-2

누구나 편리한(Universal Design) 제주 만들기

‘무장애’시설의 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누구나 편리한 사회 환경 조성
● 성별, 국적, 장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설을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디자인 복지 제주를 추구함
● 제주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도시인프라를 조성하
여 국제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제주를 실현함
●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배려계층 이외에도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통해 도
민의 삶의 질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추구
● 장애인 주차 공간, 출입구경사로, 엘리베이터와 같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정보 및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까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물리적 환경시설 관련 정보 및 서비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각종프로그램, 서비스 등도 시
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함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방안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대상과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지는 시설에 대한 적용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
만을 담고 있음
●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세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제공으로 제주 전체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산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침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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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4-3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융합도시 조성

외국인이 언어에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외국인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생활권별로 주민센터 내에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함
● 언어로 행정서류 작성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빈번하게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류(가족관계등록, 자동차
등록신청서, 운전면허증 신청서 등)와 매뉴얼 등을 다양한 언어로 제공함

외국인이 교육과 의료에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문화융합역량이 높은 다양한 인종의 교사들이 배치되어 문화융합적인 커리큘럼과 협력적인 교육방식을
지향하는 범세계주의적 교육관 및 교육제도를 도입함
●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특정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맞춤형 국제학교를 유치함
● 통역이나 제3자 도움 없이도 혼자 병원이용이 가능토록 다국어로 작성된 병원 이용 안내 자료를 제공하
고, 병원 내 외국어 표지판을 설치함
●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과 의료시스템, 편의시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국적이
나 문화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불만족을 표현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외국인이 분리·고립되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개방적·친화적인 근린환경 조성
● 모든 국적, 문화권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등한 주거선택의 기회
를 보장함
● 주거지역이 특정 민족과 문화권을 단위로 ‘선을 긋는’방식으로 구획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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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5

실천전략 5-1

부 문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우선되는
안심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예방 강화

지역별·상황별 맞춤형 재난에 선제적 대응
●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를 통한 긴급 대응을 강화함
● 자연재해로 인한 도민 및 관광객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하여 안심제주의 브랜드 창
출 및 인식을 강화함

종합적·장기적·지속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사전예방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영향 외에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적응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
화에 따른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 능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함
·기후변화는 변화 양상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점진적이며 피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확대 되는 추세이
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예측 또는 전망할 경우 오류를 초래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시설 등의 적용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하고 신규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성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유도함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도 실정에 맞는 방재시설 등의 설치 기준 상향에 대한 연구 및 목표기
준을 제시함

해안지역 방어와 개발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해안지역 개발에 대한‘제주 해안선 관리계획(가칭)’수립(‘해안변 및 중산간지역 관리방안’과 연계)하여 해
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지역 침수·침식 및 해일에 대비함
·해수면 상승이 해안 지역에서 사람, 기 개발지, 자연 및 역사,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정의하고 이 위험
에 대한 대응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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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수립 시, 기 수립되어 운영 중인 도시계획(토지이용) 및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해안지역에 대
한 일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계획을 조정함
| 영국의 해안선 관리계획(Shoreline Management Plan) |

해안선 관리계획은 연안 변화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대규모 평가와 사람, 개발지역, 역사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 연안 변화는 조류 패턴의 변화, 파도의 높이 및 방향 그리고 모래사장과
해저 침식물의 변화를 포함
- 해안선 관리 구역 설정 : 해안선과 조류, 파도 등의 환경요인과 해안지역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능동적 관리계획 적용을 위한 구역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실천전략 5-2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도민 및 관광객의 안전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안심제주 이미지 확립
●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 캠페인을
확산함
● 지역공동체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의 시발점이 되도록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실시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도민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킴
● 생활 안전속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도민 안전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하여 도민의 참여도를 높
이는 효과를 유도함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안심생활환경 조성
● 지역안전공동체 만들기 및 인증제도 마련으로 행정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제를 발굴
하고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함
·지역주민이 안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며, 그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조직함
●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11)을 통하여 범죄예방,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11)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 노력임. 즉 경찰과 지역주민의 긴밀한 관
계를 중요시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경찰기능이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경찰활동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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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지역안전공동체 만들기 추진 과정 |

피드백
발생

피해

대책

시행 및 평가

위험요인 정의
(재난 및 사고)

취약지역 및 계층 정의

효과적 대책 선택
(물리적, 비물리적)

마을사업평가

-자연재해
-인적재난
-범죄
-교통사고
-생활안전사고

-주거지역(도시, 취락)
-주거상업혼재지역
-상업밀집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기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저소득층
-외국인

-물리적 사업 / -비물리적 사업
-공공시설
(조명, CCTV,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방재시설, 공원, 녹지 등)
-교육, 홍보, 계도
-안전관련장비 보급
-통계, 지도 정보 등 공유

-주기적 평가
-지속 추진
-수정보완 추진
-사업 폐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안전수요 대응
● 기성시가지 및 개발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12)) 도입으로 누구나 안전사고 및 범죄로 부터 불안
감 없이 살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지능형 범죄감시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함

실천전략 5-3

도민참여형 교통안전위해요소 사전 예방 강화

도민참여를 통한 교통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정보 및 인프라 제공
●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위험하다고 느껴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여 이
를 표시한 지도로 작성하여 정보화함
● 지도 정보를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입도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공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지자체의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함

버스운행 안전관리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의 자격 관리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배제 등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함

12)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사업은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발생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민·관·경 협업사업
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더불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 취약지역을 해소해 나가는 사업으로 도시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현재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법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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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계별 맞춤형 과속 방지 기법 도입
● 간선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구간속도위반 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과속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교
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 관광지내 도로나 위계가 낮은 도로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끄는 트릭아트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차량속
도 저감을 유도하여 과속 및 교통사고를 방지함

실천전략 5-4

협력적이고 창조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재해 대응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실현
●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도입을 통한 제주국제안전도시의
기반을 강화함
●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기획관리 기능 강화 및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및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함
● 안전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에 더하여 도민, 시민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도민참여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홍보, 교육, 참여를 확대함
● 재해·재난예방 및 대응 교육효과 증대를 위한 재해·재난 안전 체험 공간을 조성함
·유형별 재해·재난 상황 체험 인프라를 구축, 다양한 전문체험과정 운영으로 도민의 재난대응 능력 향
상을 도모함

부서별 통합정보관리체계와 스마트 정보전달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자원, 자료를 통합운영관리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재난발
생시 자재와 장비, 인력 등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유도함
·재난 및 안전정보의 공유와 통합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13)를 구축함

13) 정
 보(data)와 창고(warehouse)의 합성어. 기업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의
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의 시계열적(時系列的) 축적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기술의 구조적ㆍ통합적 환경.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2011. 1.
20., 일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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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재난 및 안전정보에 대한 스마트기술기반 양방향 도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스토리텔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도민제도·신고·정보공유체계
를 구축함
● 대규모 건축물, 핵심기반시설 등의 재난위험을 사전에 과학적으로 감지·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
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함
● 「생명살리기 골든타임(Golden Time)」확보를 위한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함

05 주요지표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조성을 위해 5개의 추진전략, 16개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실천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대중교통 분담률, 질병이환(비만율), 도민안전체감도, 도민사고손상사망자 등을
주요지표서 설정하여 관리함

● 대중교통 분담률14)
·대중교통 목표 분담률을 초장기 50%로 상향하고, 단계별 목표(단기 35.0%, 중기 4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 구축, 제주도심 대중교통체계 개편, 신교통수단 도입, 자가용 이
용억제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함
● 질병이환(비만율)15)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건강수준 중 질병이환(비만율)은 24.4%로 전국평균 22.1%로 보다 높은 수준
으로 2030년 이후 15%로 낮출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근린환경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

14) 대중교통 분담률은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승합차 포함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제외)
15) 김은정 외. 2013.「사례로 본 우리나라 건강장수도시의 특성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16) 제주특별자치도. 2015.12. 2015년 제주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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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안전체감도16)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안전체감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로 ‘안전하다’라는 도민 응답비율로 2015년
45%에서 2030년 이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하며, 이를 통하여 안심제주
의 이미지를 강화함
● 도민 사고손상사망자17)
·안전도시 달성을 위해 사고예방프로그램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한사고손상저감에 따른 사망자수를 74.1
명에서 2030년 이후에는 60명으로 낮추어 안전도시 조성하도록 함

| 편리·안전 안심도시 부문의 주요지표 |

구분

현재

단기
(2015~2019)

중기
(2020~2030)

초장기
(2030년 이후)

대중교통 분담률(%)

23.818)

35.0

45.0

50.0

질병이환(비만율)(%)

24.4

22.0

18.0

15.0

도민안전체감도(%)

45

60

67

75

도민사고손상사망자
(명/인구10만명당)

74.1

70

65

60

17) 2014 제주국제안전도시홍보리플릿
18) 현 대중교통 분담률은 국토교통부의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11) 산정 방식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재산정한 수치임(대중교통: 시내・외버스, 전세버
스, 승합차 포함,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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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장관리 부문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각종 자원이용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난개발 등에

따른 주택 수급, 지역간 불균형, 원도심 침체, 경관훼손, 공유자원의 남용과 파괴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는 기존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성장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관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의 무분별한 성장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토지이용규제 정책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Control)정책으로 대표되며, 도시기반시설의 활용과 정부서비스의 용량 한계, 도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의 부족 등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제주 역시
계획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 하에 성장과 보존이 함께
조화가 될 수 있는 성장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 만들기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제
 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인구목표의 제시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원칙 2 제
 주형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시가지의 확산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인구 수용으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원칙 3 유
 연한 허가제도 도입이 필요한 공간을 보전, 이용, 중간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보전과
이용영역을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영역으로 설정한다.
원칙 4 도
 민의 참여를 통한 제주 경관가치의 인식 확대와 관리중심의 경관체계 재정립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정서가 반영된 제주다운 경관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를 조성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환경적 지속성을 고려하는 성장관리를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미래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 성장유지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 제주경관 가치 창출 방안 마련,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이라는
6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4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도시성장경계와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제어하고 수요·공급을 고려한 택지 공급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의 제시와 제주경관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계획허가제 도입을 통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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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

기본방향
●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인구목표 제시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정주인구의 성장 규모를 설정함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자원이용의 한계를 고려함
● 성장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관리 정책 추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사회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을 수립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청정 자연의 보존과 성장 유지방안을 모색함
● 보전할 곳은 더욱 확실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보다 청정하게 이용
·보전할 곳은 생태계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까지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할 곳은 허가제를 통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 기준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함
● 제주의 자연과 정서가 반영된 제주다운 경관가치 창출
·제주 경관가치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인식하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된 경관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경관 행정 및 관리체계를 선진화함
●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이고 공익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물(지하수), 토지, 바람 등 제주 공유자원의 활용 원칙과 방향을 설정함
·공유자원의 활용원칙 설정 등으로 토지, 바람, 지하수 등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 공유자원을 통한 도민들
의 편익을 증진시킴

02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지역내 지속적인 인구 증가
·제주인구는 1987년 50만명에서 26년만인 2013년 8월 60만명에 돌파, 그리고 2014년 말 621,550명으
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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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증가와 개발수요 증가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방안 제시 필요
·외부 유입 인구 증가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수요가 커지면서 난개발이 가속화되는 중임
●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운용상 한계에 따른 개선방안 필요
·비시가화지역 개발수요를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도시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다
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발 및 관리방향이 미흡함
●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급등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임대료 급등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함
●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역 격차 해소 방안 부재
·도시와 농촌지역은 우열로 가려지는 공간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 내는 근본적 해소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지역 격차는 성장 지향의 획일적 가치에 의한 불만과 불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나 물리적, 경제적 처
방의 틀에서만 이를 극복하려고 하였음
● 양질의 거주환경 수준을 평가하는 합리적 규범과 기준 필요
·거주환경의 선택을 물리적,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하여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규범과 기준이 부재함
● 특정 기준(등급, 용도)에 근거하여 개발가능 유무를 결정하는 방식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역
이외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곤란
·획일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의 증가는 제주도의 정책적 신뢰성 하락 및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 불가피하여 공존의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특정 지역의 잠재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계가 있음
●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입 필요
·기존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밀도대안에 따라 재건축 등을 유도하는 정책 수
립이 필요함
·읍·면 중심의 농·어촌 지역은 수요와 맞지 않는 규모, 저이용되는 공간들에 대해 제주 특성에 맞는 도
시계획 및 설계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경관관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체계 및 제도적 지원 부족
·성장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 및 해안지역의 파편화, 몰개성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함
·제주다운 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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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하수), 토지, 바람 등 모두가 누려야 할 청정 자연의 공유자원들이 난개발과 사유화 등으로 인해 파
괴 지속화
·외지 민간자본 등의 무분별한 유입과 개발로 인한 청정 자연의 파괴,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활용원칙 설정이 필요함

03 주요이슈
● 주요이슈 1: 제주 지역 내 지속적 인구 증가
● 주요이슈 2: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 수급의 적정화 곤란
● 주요이슈 3: 지역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 심화
● 주요이슈 4: 중산간, 곶자왈, 해안지역 등 난개발 및 과잉개발 우려
● 주요이슈 5: 개발의 교외화에 따른 원도심 침체
● 주요이슈 6: 도민들이 공감하는 경관자산 가치의 발굴 및 활용, 극대화 미흡
● 주요이슈 7: 공유자원의 무분별한 남용과 파괴

| 성장관리 부문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 |

핵심 가치
VISION

주요이슈
현안 문제

정책방향
발전과제

추진전략

상호작용

제주지역 내 지속적 인구 증가

청정
청정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성장관리체계

변화

인구증가
(인구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 수급의 적정화 곤란

사회문제)
난개발 우려

지역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 심화

공존
사람과 자연,

공존하는 토지이용

개발의 교외화에 따른 원도심 침체

기능약화)

도민들이 공감하는 경관 자산의 가치
의 발굴 및 활용, 극대화 미흡

공유자원 관리

공유 자원의 무분별한 남용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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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바람, 토지 등
공유자원의 체계적

·도시체계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원도심 침체
(원도심 중심시가지

현세대와 미래세대,
제주인과 이주민이

성장유지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

(부동산 가격급등 및
지역간 불균형)

중산간, 곶자왈, 해안지역 등 난개발
및 과잉개발 우려

미래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

관리 미흡)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수립
제주경관 가치 창출
방안 마련
제주형 공유자원활용
시스템 마련

04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 주요이슈와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
주요이슈

추진전략

제주 지역 내 지속적
인구 증가

미래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

1-1. 시나리오별 목표인구 설정 및 관리

2-1.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도입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 수급의 적정화 곤란
성장유지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
지역 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 심화

중산간, 곶자왈, 해안지역 등
난개발 및 과잉개발 우려

실천전략

2-2.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2-3. 우리동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3-1. 계획허가제 도입

4-1.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개발의 교외화에 따른
원도심 침체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

4-2. 도시재생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

4-3. 신항만과 제주시 원도심을 연계한 도시활성화

5-1. 도민참여를 통한 제주 경관가치 인식 확산
도민들이 공감하는
제주다움을 대표하는
경관자산의 가치
발굴 및 활용,
극대화 미흡

제주경관 가치 창출
방안 마련

5-2. 청정 제주경관의 종합적인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계획적 접근 방안 마련
5-3. 실효성 높은 경관관리체계 확립방안 마련
5-4. 신(新) 제주경관의 가치 발굴 및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관산업 창출 방안 마련
6-1. 공유자원의 활용원칙 설정

공유자원의 무분별한
남용과 파괴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6-2.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역할 확대와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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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1

실천전략 1-1

성 장 관 리

부 문

미래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

시나리오별 목표인구 설정 및 관리

인구발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향후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정주인구의 성장 규모를 설정
●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환경보전중심 시나리오(봉쇄적 시나리오)와 과거 제주개발 추세 등
을 고려한 물적개발 추세 시나리오(중립적 시나리오), 경제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경제목표 지향 시나리
오(자충적 시나리오)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함
※ 법정계획의 계획인구 지표는 제주미래비전의 범위 내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준용함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시나리오상 최대치와 최소치를 고려하여 여건변화를 감안한 적정 목표인구를 설정
하고 상·하수도 정비계획은 상·하수도 설치계획의 성격과 정비목표를 고려하여 용량을 설정함
● 시나리오별 목표인구는 단기적 관점의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인구를 추계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제주가 지향해야 할 정주인구의 적정 규모를 설정하는것임

인구예측 시나리오 1 : 환경보전 중심
● 제주도의 자산인 청정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현재의 발전이 환경적인 저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
한 환경자원총량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규모는 약 80만명으로 설정함

인구예측 시나리오 2 : 물적개발 추세
● 도시기본계획 등 물리적계획 측면의 방법론을 따라 제주도의 인구를 기술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약 90
만명으로 설정함

인구예측 시나리오 3 : 경제목표 지향
● 일자리창출 목표, 서비스수준의 최소목표 등 경제발전의 목표지향적 관점에서의 예측하여 약 100만명
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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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구의 친환경적 관리
● 증가가 예상되는 인구는 성장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함
● 유입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등에 대비하여 인프라와 주택을 기존시가지의 컴팩트화 및 신규택지개발을
통하여 수용함
| 제주도형 인구성장 방법론 (시나리오의 설정) |

경제 사회적
(경제성장,
사회경제기반)

제주도형
인구성장

Smart
Growth
물리적
(도시계획적,
개발용량)

추진전략 2

실천전략 2-1

성 장 관 리

목표인구 설정
환경적
(환경자원총량,
지하수용량)

법정계획
(도시기본계획, 상하수도 기본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부 문

성장유지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도입

인구 수용태세 분석을 통해 시가지 확산 제한 정책 근거 마련
● 각 용도지역에 해당 밀도대안을 적용하여 기존 시가화지역에서 추가로 수용 가능한 인구 규모를 추산하
여 수용함
● 청정의 가치로 시가지에 도시성장경계 설정을 하여 비시가화지역으로의 시가지 확산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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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도입
● (수립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의한 유보용도 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수요가 많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
리가 필요한 지역에 수립함
● (수립절차) 성장관리방안 작성(기초조사, 입안) → 도민·도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제주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공고 → 열람

제주형 성장관리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기본원칙 : 청정의 가치로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제한하고 공존의 가치 아래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복지
를 위한 주택을 공급함
● 기존 관리방안과의 차이점
·현재는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어 용도지역상 허용된 개발행위를 모두 허가하여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함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청정의 가치로 기존 시가화 구역에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여 시가지확산
을 제한함
※ 단,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의 경우 개별입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되 제한적으로 계획입지를 허용함

·생산관리지역, 관리보전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함
·단, 시가지확산을 제한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가 상실될 우려가 되므로 공존
의 가치 차원에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택지공급이 필요함

| 제주형 압축도시(Compact City) |
도시성장경계

B
C

A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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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조 전략 |
구분

용도지역

정책방향

비고

A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성장경계 적용으로 시가지확산 제한

수용 가능한 상주인구 추산

B

녹지지역

제한적 계획입지

개별입지 제한

C

계획관리지역

선보전 후개발
(지역중심형 네트워크 도시 구축)

수용 가능한 상주인구 추산

D

생산관리지역

보전

-

E

관리보전지역

보전

-

시가지

비시가화
지역

도시 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입
● 엄격관리지역 : 중산간지역을 비롯하여 문화재, 생태보전, 자연문화유산, 공항 등 보존하여 그 가치를
지켜야 마땅한 지역의 밀도를 엄격하게 관리함
● 지정관리지역 : 기존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등 기존 건축물 고도기준을
반영함
● 자율관리지역 : 도시 밀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기능의 재생 또는 활성화를 도모함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 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함
·단기 :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성장관리지역에는 기존의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성장관리지역 외에는 개
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 가능함
·장기 :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이용과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근본적으
로 강화하는 실천적 수단이 필요함
● 주민 참여 확대 방안 : 기초조사 후 성장관리지역 설정을 위해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의 도입
이 필요함
·성장관리방안 입안 후 주민·도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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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2-2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지가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예상
● 청정의 가치로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을 제한하려 하나 지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예상되
므로 공존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도시성장경계 설정으로 인한 부동산 및 지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우려됨
| 포틀랜드지역 인구이동 분석 |

-미
 국 내 포틀랜드 대도시권역으로 이주한 인구를 분석한 결과, 98.1%가 포틀랜드 도시성장경계 외 지역으로
이주(2000-2004)
-또
 한, 미국 내 어느 대도시권역보다 포틀랜드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가 급격히 상실된 것으로
분석(1990-2000). 원인은 스마트성장 정책에 따라 개발 가용지가 희소해진 결과에 따름.
출처: Portland: Urban Growth Boundary Keeps Out Growth - 98 Percent of Domestic Movers Settle Outside Urban Growth Boundary

지역중심형 발전모델로 새로운 택지 공급
● 지역중심형 발전모델의 설정과 신(新) 택지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택지 공급 규모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및 지역별 균형배분을 고려한 공공과 민간
주도의 계획적인 개발이 유도되어야 함
●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방식의 개발시스템을 도입함
·물, 전기는 개발부지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물 : 빗물, 중수 활용, 전기 : 태양광
활용)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을 마련함
● 신(新) 택지 공급을 통해 제주형 도시간협력체계(Inter-Urban Co-operation)를 구축함
·도시지역 간 경쟁이 아닌 지역 간 협력을 강조하는 문화적·사회적 환경을 마련 함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택지 규모 및 개발방
식,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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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중심형 발전모델의 계획요소 |
계획요소
입지
자족성

계획내용
- 도시관리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 상당한 자족기능을 보유

주변여건

-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지역 존재

네트워크

-특화된 기능을 바탕으로 수평적 교류 발생

출처: LH 토지주택연구원. 2013.「지역중심형 신도시 형성을 위한 도시경제지표 개발 연구」. 재구성

실천전략 2-3

우리동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도농 특화와 융합이 가능한 네트워크 시티(Network City) 조성
● 삶의 편의를 위한 각종 도시 시설을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서로 부족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빠르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교통시설로 연결함
● 지역 소생활권(15분) 중심으로 싸이클앤라이드(Cycle&Ride, 가칭) 시스템을 도입함
·집에서 가까운 간선 버스정류장(평균 4km 이내)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주차하고, 값싼 간선버스를 이
용해 통근 및 이동하는 시스템 검토가 필요함
·지역 소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 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함
| 제주형 네트워크 시티(Network City) |

C&C Belt (Clean & Coexitence,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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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정주환경의 편의시설 조성지표 설정
●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함
| 한경면 15분 동네지표 분석(15 Minute Analysis) |

- 현황 마
 트 1개,
초등학교 2개,
공원 3개,
커뮤니티센터 2개
- 분석 마
 트 및 커뮤니티
센터 서비스 취약

● ‘15분 동네지표 분석(15 Minute Analysis)’를 통한 분석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목표치를 반영함
*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기준 60점 → 2030년 목표치 80점(예시)
| 15분 동네지표 분석(15 Minute Analysis*) |

순위

지역명

식료품점 등
마트기준
(반경 800m 내)

초등학교 등 학교
기준
(반경 800m 내)

1

조천읍

83

74

37

100

(1*)74

2

안덕면

79

71

16

100

(4)67

3

구좌읍

49

89

17

100

(5)64

4

표선면

83

53

18

100

(6)63

5

한경면

37

70

88

52

(1)62

6

애월읍

57

82

46

46

(3)58

7

대정읍

49

55

29

100

(9)58

8

한림읍

50

65

30

76

(7)55

9

성산읍

34

52

28

99

(10)53

10

남원읍

60

39

38

59

(8)49

* 15분 동네지표 분석(15 Minute Analysis): 자전거 기준 15분 = 반경 4km
* 괄호( ) 속 숫자는 「읍·면사무소 등 커뮤니티센터 기준」을 제외한 순위

104▪ 제주미래비전

공원 등 공개공지
읍·면사무소 등
기준
커뮤니티 센터 기준
(반경 800m 내)
(반경 4km 내)

평균값
(=60)

추진전략 3

실천전략 3-1

성 장 관 리

부 문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계획허가제 도입

획일적 규제체계에서 유연한 허가체계로 전환
● 현 개발허가체계는 토지 속성과 용도구역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규제 방식은 건축물의 높이, 시설 등 물리적 사항에 대한 제어는 가능하나 본질적으로 사업의 성능
과 내용을 바탕으로 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움
● 제주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지켜가면서 개발행위를 제어하고, 공간을 관리해나가기 위해서는
토지 속성, 용도구역 등 주어진 조건에 기반을 둔 규제체계에서 나아가 협상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성
능을 기준으로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연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영국의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와 같은 허가체계 도입
● 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는 크게 사전확정 규제방식과 심의허가 규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국의 경우 심의허가 규제 방식인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을 토지이용규제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사전확정 규제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영국의 계획허가제란 모든 도시개발의 인허가를 지자체가 작성한 자치구 계획에 의거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모든 건축, 개발행위, 이용변경 등을 계획 주체가 그 계획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개
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허가의 주체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전신청문의제도를 두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계획허가를 받도록 운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개발행위허가제와의 차이점
●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은 사전확정방식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운용하고 있음

Ⅲ.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본구상

▪105

● 2001년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의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
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
록 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명칭은 비슷하지만 영국의 계
획허가제와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계획허가제에서도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허가방식을 운용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이 개발행위가 계획과의 부합하는지를 상세한 기준을 검토하
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음

제주형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 운용을 위한 기본 틀 설정
● 개발사업의 내용을 심의하여 허가하는 영국 계획허가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허가의 판단기준과 세부적
인 방식에 있어서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계획 환경 차이, 제주에서의 계획허가제 도입 목적(청정과 공존
의 원칙에 부합여부를 기준으로 허가)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이 분리된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체계는 기본적으로 용도구역제에 근거한
사전확정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영국의 계획허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보전, 중간, 이용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간영역과 이용영역을 대상으로 계획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할 보전영역 외에 개발이 허용되는 곳(중간, 이용영역)을 대상으로 허가
제(Permit)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획일적 규제 체계 |
바람직한 방향의
이용가능성 포기

개발 금지
(보존, 규제)

| 유연한 허가 체계 |
보전영역
이용가능영역
중간영역

부적합한 개발
섬세한 제어 곤란

개발 허가

이용영역

계획허가
청정/
공존원칙과
부합시에만 허용

영역

주안점 및 기본방향

보전
영역

생태적 가치가 높고 도민이 생각하는 지켜야할 자원요소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할 구역으로 해당요소를 적극적으로 보전하여 가치와 잠재력을 보전/증진시키는데 초점

중간
영역

개발행위 허가는 모두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적인 판단근거와
지침에 근거하여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용

이용
영역

장기적 발전을 위해 활용잠재력이 높은 영역으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점영역. 사전공모 및
협상의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공존과 청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중간영역과 동일하게 청정과 공존에 대한 부합여부로
개발사업의 허가를 결정하는 체계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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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토지이용체계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관리보전지역, 절대상대보전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이들과의 관
계에서는 두 가지 지역에 의해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분을 보전영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공간을
허가제 도입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나머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중간영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제와 관리보전구역 등에서 정해진
사항과 함께, 사업의 내용(성능)이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를 기준으로 개발사업의 허가여부
가 결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함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토지이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에서 정하는 사항을 초월하고 순수하게 계
획의 내용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안보다, 현재 용도지역제의 틀 속에서 보완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됨
※ 제한적인 형태이나, 현재 개발행위허가제의 심의체계를 활용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개발이 허용되는 구역 중 인프라 공급이 용이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으로 개발이 필
요한 구역을 이용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들 공간에 대해서는 공공의 토지수용을 전제로 먼저 상세한 밑그
림(계획)을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중산간의 체계적 관리·이용방안에서 제시한 선계획구역과 같은 방식임

계획허가 판단기준 :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의 부합여부
● 영국의 경우 지자체 단위에서 미리 수립된 계획과의 정합성을 계획허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제
주의 경우 개별 사업의 내용과 성능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를 평가
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함
※ 동일한 목적의 개발사업이라도 개발 방식에 따라 청정과 공존에 부합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례를 축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정성적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계획허가제가 제주에 도입 및 정착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기서 정한 계획허가
판단기준의 경우 현재 기 추진 중인 사업이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행정절차 이행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신중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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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허가시 고려할 수 있는 청정과 공존 원칙과의 부합기준 예시 |

●

청정가치가 지켜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생태계서비스 등 기능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요소가 아닌 일부 자연환경(녹지
등)은 개발사업으로 이를 훼손할 경우에도 복원 및 대체조성 행위를 통해 기존 생태계서비스와 생태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청정 가치가 유지
- 해안사구에 도로 조성이 불가피할 경우, 자연훼손이라는 사유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는 해안사구의
기능과 생태환경을 본래의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술, 공법 등을 적용
- 육상양식장의 경우, 해안에서 바라봤을 때 경관적으로 청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다지인함과 동시에, 수질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공급처리시설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한 경우
●

공존가치가 지켜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주변 거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에 대한 피해가 교환될 수 있는 경우 공존이 유지되는 것으로 허용. 단, 피해에 대한 교환도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점에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형태의 것이 되어야만 함
●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마을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연환경 및 지하수 등 청정가치를 훼손할 수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완벽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개발사업 추진시 설치한 발전용량 중 일부를 주변지역에 무료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행위로 인정

계획허가제 운영 방식
● 청정과 공존의 부합성에 대한 판단과 허가는 일차적으로 사례에 기반을 둔 지침과 체크리스트 등을 기준
으로 제주도에서 운용하되, 타 부처보다 상위의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정규모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체크리스트 및 지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가칭
개발허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운영함
※ 계획허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지금과 같은 허가 또는 불허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청정과 공존의 가치
가 지켜지고 확대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협상함에 있음
※ 개발허가 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기반으로 하되, 청정과 공존에 대한 부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포함시켜 확대 조직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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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4

실천전략 4-1

성 장 관 리

부 문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 도시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 기본원칙
·향후 신(新) 택지 공급 등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장으로 인구유출 및 감소, 주거환경 악화, 지역상권 침
체 등 물리적 쇠퇴가 예상되므로 원도심과 교외지역이 상생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공존의 가치로 지역중심형 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단독주택 등 정주목적의 구입 및 건축 지원
● 원도심과 교외지역의 상생을 위한 거점 공간 창출
·다변화 다원화 시대에서의 원도심 미래상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이 재해석되는 공간을 구현함
·문화적 가치와 활동이 융합하여 다양한 가치와 삶이 공존하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함

| 원도심과 교외지역의 개선방향 |

도심정주지
교류 및 문화거점
기능강화
A지구

A지구
B지구

F지구

원도심

E지구

원도심

C지구
D지구

B지구

F지구

E지구

C지구
D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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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등 정주목적의 구입 및 건축 지원
● 원도심내 정주를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롭게 건축하는 경우 장기저리융자, 취등록세 인하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출을 억제하고 전입을 촉진함

전통형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기존 주택 개보수비용 보조
● 원도심의 전통적인 형태의 주거환경을 교외의 신개발지에 대한 편리성 및 기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매력
요소로 부각시키고 주거의 편리성은 제고시키는 환경 정비가 필요함
● 기존 주택을 지붕, 입면, 재료, 진입부 등 전통적인 주택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개보수 비용의 일부 지원을 검토해야 함

원도심내 매입형 임대주택공급
●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공급계획을 토대로 일정 비율은 원도심내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매입형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함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다가구 혹은 다세대 형태로 공급하게 되며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전체
적으로 분산되도록 공급함
● 주택협동조합 등을 육성하여 원도심 내 공가를 활용한 주거 빈곤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함

주민교류와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 및 복지 정비
● 원도심 이탈을 막기 위해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함
● 거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교류를 촉진하는 공동체 지원프로그램,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 및 CB사업(Community Business) 등을 지원함

도심축 가로의 문화경관 조성을 통한 문화거점화
● 제주의 경우 도심축이라 할 수 있는 동서 간 관덕로와 남북 간 중앙로를 따라 가로변 건물에 대한 입면
개보수 및 입점 용도에 대한 관리를 통해 문화경관을 형성함
● 원도심 내 다양한 문화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투리 공간을 발굴하고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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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폐가 등 스톡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입 및 활용
● 원도심내 공폐가, 빈점포, 공지, 저이용지 등의 스톡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활용계획을 세워 필요한 공폐가 등에 대해서는 도 차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매입하여 활용함
● 매입되지 않은 공폐가 등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함

교류 및 시민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성 제고
● 도시재생 및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시민조직과 이들을 양성할 중간지원조직 및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등
을 위한 거점시설을 원도심 내 확보하고, 흩어져있는 관련활동들을 한 곳에 집적시켜 거점성을 향상시킴
● 원도심 내 학생,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교류를 지원하는 교류촉진시설 등을 정비하고 교류사업 및 프로
그램 등을 지원함

방문객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통합지원거점 형성
● 급증하는 귀농귀촌인구에 대응한 지원센터와 일정 탐색기간 동안 임시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형 셰어하
우스 등을 원도심 내 확보하여 운영함

원도심 역사골격의 회복과 전통문화 형성
● 성곽 등의 부분 복원과 다양한 역사유적을 연결하는 경관사업을 통해 원도심 내 역사골격을 회복함

실천전략 4-2

도시재생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

종합행정을 위한 통합기구 신설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문화, 관광, 도로 및 교통,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부서의 업무가 종합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통합기구를 운영함
● 통합기구(가칭 원도심활성화추진단)는 도지사 직속기구의 위계를 갖고 각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잘 파악
하고 있는 담당자가 파견되어 통합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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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활성화지원센터(가칭) 운영
● 원도심 활성화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원도심활성화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함
● 행정통합기구를 지원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원도심활성
화지원센터(가칭)를 두되, 이는 신설 예정 중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다양한 주체의 참여·연대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협의회(가칭)를 구성함
·다양한 주체들의 일체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도심활성화협의회(가칭)를 설
치하여 관계자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체제하에서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함
·원도심 내 지역주민자치회, 상인회, 시민단체, 협회 등 각계각층 그룹이 참여하는 체제로 구성함
·단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시민, 학생,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폭넓은 참여체제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함
● 다양한 주민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원도심활성화협의회(가칭)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질적인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저변으로 다양한 주
민조직 활성화가 필요함
·이는 주민역량이 강화되고 주민참여가 체질화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참여기반을 구
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실천전략 4-3

신항만과 제주시 원도심을 연계한 도시 활성화

신 항만을 대형 복합관광 거점으로 조성
●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서로의 일상을 교류하고 문화적 삶을 공유하는 글로벌 도시 공간을 조성함
●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 속에서도 관광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함
● 제주도민의 참여로 조성 가능한 규모와 용도의 관광시설을 도입함
● 관람과 이동 중심의 제주 관광에서 머물고 즐기는 관광 공간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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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과 신항만을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
● 원도심과 신항만이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연계 되도록 가로환경을 조성함
● 입도 방식의 다변화와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관광거점을 조성함

| 도시조성 구상(안) |

해당 계획은 도시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제안일 뿐이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추후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한 사안임

원도심의 입체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
● 기존 도시조직을 가능한 보전하며 동문시장과 신항만을 연결하는 가로축에 기상변화와 무관한 보행자중
심 거리환경을 조성함
● 원도심의 수복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입체적 도시개발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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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제주의 청정환경에 걸맞는 교통수단을 도입함
● 원도심은 제주시의 두 관문에 해당하는 공항과 항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두 거점을 잇는 대략
6km 구간에 신교통수단(저상용 궤도열차 또는BRT) 도입을 검토함

시가지셔틀 운행, 전기 소규모 저상버스 도입 검토
● 시가지셔틀은 저상용 궤도열차 정류장 환승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원도심을 순환하는 관광형 교통수단
으로 운행을 검토함
● 시가지셔틀은 전기를 이용하는 소규모 저상버스를 교통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함
● 원도심 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시키는 한편 원도심을 순환하는 대중교통(마을버스)은 소규모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함
| 도시조성 구성(안) |

※ 스페인 남부도시 알메리아 저상버스 사례
- 저상버스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수단으로서 좁은 골목을 다닐 수 있도록 소규모로
제작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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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5

실천전략 5-1

성 장 관 리

부 문

제주경관 가치 창출 방안 마련

도민참여를 통한 제주 경관가치 인식 확산

지속적인 경관자원 관리체계 구축
● 우수한 제주경관자원의 보전·관리와 경관자원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경관자원 발굴
을 실시함
● 스마트한 제주경관자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체계화된 조사시스템을 구축함

선진화된 도민경관의식 조사를 통한 대표경관 선정 및 홍보
● 제주경관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경관보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도민이 공감하는 대표경관을
선정함
● 제주 대표경관의 이미지 고양을 통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효율적 국내외 홍보방안을 마련함

조사대상인 경관자원의 자산화
● 주민들이 공감하는 제주 대표경관자원에 대한 열린 의견 수렴창구를 마련으로 경관자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함
● 경관자원의 명품, 명소, 명물화를 통한 경관관리
·제주의 자연, 역사·문화, 시가지 등 경관자원 발전잠재력 파악 및 도시정체성 강화를 위한 자원을
구축함
·고유한 경관자원 조사·발굴 및 지도화로 객관적 경관자원 정보 및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을 통해 향
후 제주경관 아카이브, Urban Tourism 등에 경관자원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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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5-2

 정 제주경관의 종합적인 보전, 관리, 형성에 관한
청
계획적 접근 방안 마련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경관관리 재정비 방안
● 미래상에 부합하는 세부전략을 설정하여 보완함

경관법 체계에 근거한 경관계획 수립
● 새로 개정된 경관법 적용과 타 분야 관련법과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법 체계를 준용
하고 각종 개념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분화된 지침을 유형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집중적 경관관리
● 경관권역별 경관계획 및 관리방향을 추가 보완해야 함
● 제주형 중점경관관리구역 형성·관리·보전형에 대한 유형별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함

실천전략 5-3

실효성 높은 경관관리체계 확립 방안 마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경관관리의 실효성 강화
● 경관자치법규 개정 및 확대·적용을 통한 실효성을 강화함
● 우수한 경관 창출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 경관상세계획 수립 및 준수 시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경관계획의 성과달성과 진행과정 모니터링
●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및 결과를 공유함

116▪ 제주미래비전

주기적인 경관교육 및 인력양성을 통한 경관관리 역량 강화
● 경관 형성 및 관리에 있어 도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경관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관전문가 육성 및 인력관리체계를 정립함

실천전략 5-4

 (新) 제주경관의 가치 발굴 및 도민과 함께하는
신
새로운 경관산업 창출 방안 마련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으로 실행력 증진
● 우선순위 설정 및 조례개정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력을 증진함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경관조성 추진 전략 마련
● 제주 경관의 가치 발굴을 통한 핵심 요소(유형)을 도출함
● 핵심 경관 요소에 따른 기본 방향을 설정함
| 제주 경관조성 기본 방향 |
경관 요소
한라산

기본 방향
섬 전역 어느 곳에서나 세계자연유산(핵심지역) 조망권 보장

오름

중점경관초점으로 활용

하천

기본 통경축으로 조성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접근과 조망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해안선의 시각적,
기능적 연속성 유지
평탄지 내 돌출 경관 배제

해안선(바다)
느린 경사의 평탄지

● 지역맞춤형 경관조성 추진 전략을 마련함
| 제주 경관조성 추진 전략 |
지역
도시지역(동 지역)
농ㆍ어촌 지역(읍ㆍ면 지역)

추진 전략
제주의 자연형상과 새로운 제주로 거듭나게 하는 힘의 조화로운 만남
제주 자연형상의 자연스러운 흐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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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인정하는 새로운 경관 가치 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
● ‘청정제주스타일 기본계획(가칭)’수립으로 제주 경관 디자인 등의 특허를 등록하고, 제주고유 자산을 점차
적으로 축적(건축스타일, 서체, 제주배색 등)함
● ‘기후경관디자인 기본계획(가칭)’수립으로 제약요소가 아닌 기회요소로서의 바람, 계절, 비 등을 디자인
요소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함

새로운 경관가치로 파생된 경관+관광산업 창출
● 수려한 풍광, 올레길과 어우러진 문화예술컨텐츠 ICT사업을 발굴함
● 이색 소장품 마니아를 위한 전시·판매 등의 ‘덕후디자인산업(가칭)’을 마련함

성 장 관 리

추진전략 6

실천전략 6-1

부 문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공유자원의 활용원칙 설정

물(지하수)
● 최근에는 토지 소유와 지하수 소유를 분리해야 한다는 공수론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추세임
·공유하천과 마찬가지로 공공적 성격이 현저한 지하 수원(水源)은 공공적 관리가 필요함
·토지가 구획·분속이 가능한 고체인데 반하여, 지하수는 구획·분속이 불가한 유동하는 액체로 지하수
의 양수는 대수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변의 다른 지하수 이용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지하수이용권은 생존과 결부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정되어야 함
●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정 개발 시 사설관정이 아닌 공공관정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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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공유재산 성격의 관리와 토지이용정책(성장관리방안 도입)을 통해 공유자원화함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토지(공동목장) 등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정책을 수립함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함
● 기부기증 등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의 확산으로 곶자왈 등 환경자산을 보호함
·제주의 공동목장이 해체되면서 제주도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겨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이 파괴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관계 또한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함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및 기증 운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가치 있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목
장, 곶자왈을 공유화하여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에 기여함

바람
● 풍력발전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기존 토지를 빌려주는 방식에서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함

실천전략 6-2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역할 확대와 체계화

제주 공유자원 및 공공재 관리를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
●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제주의 공기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제주 공유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자원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생태총량) 내에서 지역경제(소득, 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공유자원의 체계적이고 공익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관리조직 개편과
신설기관의 설립
● 기존 기관 : 본래 각 기관의 설립 기능에 따른 역할 강화 및 상호 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설 기관 : 제주 공유자원 및 공공재 관리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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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요지표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조성을 위해 6개의 추진전략, 14개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실천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도시매력도지수, 인구 천명당 주택수, 주민활력 지수, 15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을 주요지표로서 설정하여 관리함

● 도시매력도지수19)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수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에 맞는 도시 정주환경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지표로 개발하여 매력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인구 천명당 주택수20)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제주도로의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주택 수를 예측하여 공급하
고자 목표를 설정함
● 주민활력 지수21)
·생산성 있는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향후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지를 평가함
● 15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
※ 15분 이내 공원 접근가능한 인구비율 지표를 통해 향후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 목표 설정이 가능함
| 성장관리 부문의 주요지표 |
구분

현재

단기
(2015~2019)

중기
(2020~2030)

초장기
2030년 이후

도시매력도 지수(%)

29.522)

40

50

60

인구 천명당 주택수(호)

343

350

400

450

주민활력 지수
(전국 지자체 기준 순위)

50위권 내

30

20

10

15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60

70

80

85

19)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개발한 도시매력도지수(어메니티지수)를 제주 상황에 맞게 보완·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물리적 시설, 양적 물질적 성장만을
반영한 발전 개념에서 탈피하여 정신적이고, 질적인 지표를 계획 및 비전에 반영하고, 물질과 정신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
20) 통계청. e-지방지표
21) 송미령. 2011.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경기연구원. 2014. 「젊은이들에게 매력있는 경기도. 시도별 매력도 비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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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생 창조 부문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제주만의 특산자원을 기반으로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도서지역의 산업취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투자유치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외부기업과
투자 유치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성장으로 지역발전으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외부 자본과 관광객 증가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도민체감도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 및 단순노무종사자 등으로 저임금 또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영향을 받아 도내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정가치의 관점에서 제주산업의 기반이 되는 환경자연을 유지, 보전하면서 그 미래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성장체계의 마련과 공존가치의 관점에서 기업과 지역 및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지역경제 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 만들기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지
 역경제 및 일자리 중심의 접근을 목표로 지역간·기업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는 내생적 성장력을
갖춘 산업생태계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한다.
원칙 2 투
 자액중심에서 일자리와 혁신역량중심 목표로의 투자유치 정책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및 주민복리
증대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제도를 마련한다.
원칙 3 투
 자수요에 부응하는 산·학·관 협력에 의한 원활한 인력수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제주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원칙 4 제
 주자원의 공동자원화를 통하여 제주지역산업 특성과 수눌음정신에 기반을 둔 제주형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적극 육성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를 조성하고 제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 1차산업의 성장견인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산업화, 지역 주도의 투자유치체계
확립,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제주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이라는 5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19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제주에 맞는
입지조건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제주자산이 오염되지 않으며, 내생적 성장력을 갖게 할 것이다. ‘지역 주도의
투자유치체계 확립’과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자리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게 할 것이다. ‘제주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은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의 폐해를 극복하는 확고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주 안에서 자생하고 협동하는 경제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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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

기본방향
● 『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청정과 공존도시 조성
·제주의 입지조건과 산업기반에 바탕을 둔 융합적·내생적 산업발전체계 구축과 초(超)지역적 네트워
크에 기반을 둔 산업발전체계를 구축함
·아이디어 중심의 다양하고 개방적인 산업발전 기반 구축과 산업간 융합 등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함
● 지역경제 및 주민복리 증대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제도 마련하여 공존도시 조성
·일자리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을 구축함
·투자자와 지역 및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유치·관리 기준을 마련함
● 투자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수급체계 구축으로 공존도시 조성
·산학연 협력에 의한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함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함

122▪ 제주미래비전

02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의 지역경제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발전
·기존의 제주 지역경제 성장은 외부 투자나 역외 기업의 이전 등에 의해 주도된 성장으로 지역 내부의
산업발전 역량은 아직까지 취약함
·상대적으로 불모지이던 제조업과 정보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경우 비록 전국에서 차지하는
규모나 제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제주 평균 성장률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하고 있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보임
● 경제의 총량적 성장과 투자유치의 활성화
·최근 제주도는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액 등은 급증함
·투자유치가 국내 IT기업의 이전 외에는 관광 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자금 출처가 특정국가에 편중
되어 있어 투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야기함
·중국자본 투자가 비교적 최근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으나 주민들의
소득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제주의 현재 인력수급현황은 투자자와 주민의 요구 충족에 한계
·제주의 취업인구 비중은 63.2%로 전국 평균 55.9%를 크게 초과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2010년 인구
총조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인구로는 2014년 기준 70% 수준임
·장기적으로도 제주도의 취업인구 비율 증가율은 다른 도(道) 지역을 크게 초과함
·지역노동시장에서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규모가 작아 경제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에 구인난과 구직난의 역전현상이 야기됨
● 시장과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대두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팽배로 인한 소득불평등·빈부격차·사회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대안으
로 사회적경제 패러다임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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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이슈
● 주요이슈 1: 지역경제 구조의 경직성 증가
● 주요이슈 2: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른 1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 주요이슈 3: 투자유치의 주민체감도 부족
● 주요이슈 4: 일자리 확충 및 일자리 수급의 미스매치 증가
● 주요이슈 5: 제주자원의 공동자원화

| 상생·창조 부문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 |

핵심 가치
VISION

주요이슈
현안 문제

정책방향
발전과제

추진전략

상호작용

청정
제주의 청정자연을

지역경제 구조의 경직성 증가

유지, 보전하면서 그

변화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유치

미래가치를 제고 할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른

수 있는 성장체계

1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1차 산업의 성장견인력강화를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내생적 성장력을

투자유치의 주민체감도 부족

공존

일자리 확충 및 일자리

기업과 지역 및

수급의 미스매치 증가

하는 지역경제
발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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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지역경체

투자유치와
산업성장효과의

주민이 상생발전
제주자원의 공동자원화

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화

지역주도의
투자유치체계 확립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제주형 사회적 경제
공동제 육성

04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 주요이슈와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
주요이슈

추진전략

실천전략
1-1. 초(超)지역적 네트워크와 산업간 융합에 기반을 둔 발전체계
구축

지역경제 구조의
경직성 증가

1-2. 지역내 창업 및 사업화 기반의 다양화
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
1-3. 산업생태계에 입각한 산업별 발전전략 마련
1-4. 제주 산업생태계에 부합하는 산업지원 및 추진체계 구축
2-1. 여건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미래경쟁력 강화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른 1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1차산업의 성장견인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2-2. 제주 생산품의 특성화전략 강화
2-3. 6차산업화와 스마트고도화를 통한 성장견인력 회복
2-4. 자립 역량 강화로 제주형 1차산업 가치 제고
3-1. 일자리 중심의 지역산업 및 투자유치 정책 목표 설정

투자유치의
주민체감도 부족

지역 주도의
투자유치체계 확립

3-2. 지역ㆍ주민체감형 투자유치체계 확립
3-3.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와의 연계 강화
3-4. 일자리와 연계한 선별적ㆍ차등적 투자지원 제도 확립
4-1. 산ㆍ학ㆍ관 협력에 의한 부문별 인력수급체계 강화

일자리 확충 및
일자리 수급의
미스매치 증가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4-2. 기업의 우수 전문인력 유치 등에 대한 지원
4-3.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강화
4-4. 교육훈련과 인력양성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5-1. 수눌음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제주자원의
공동자원화

제주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

5-2. 공유자산 형성 중심의 수눌음 경제공동체 사업모델 육성
5-3. 수눌음 경제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 구상

Ⅲ.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본구상

▪125

상 생

추진전략 1

실천전략 1-1

창 조

부 문

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

초(超)지역적 네트워크와 산업간 융합에 기반을 둔 발전체계 구축

초(超)지역적 산업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강화
● 도서지역 산업생태계의 한계극복을 위한 초지역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
● 산업협력권 사업 외의 지역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서도 지역내 협력사업에 준하여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주도 연고 인재와 기업을 활용한 초(超)지역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제주도는 물리적 산업기반뿐만 아니라 암묵지의 지역내 축적이나 활용도가 취약함
● 제주와 연관된 인력을 활용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상품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지역자원의 위상 강화
● 지역간 협업을 통해 제주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내에서 제주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라는 단어가 곧 청정과 기능적 우수성을 의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함
●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제주산 재화와 서비스의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제주산 원
료 등의 품질 인증 방안을 마련함
● 제주 산물의 청정과 무공해 및 기능적 우수성에 대한 연구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함
● 중장기적으로는 청정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신성장동력을 위한 새로운 제주 브랜드의 발굴 및 홍
보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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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접근방식의 전환
● 산업부문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융합중심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함
● 아이디어의 사업화, 중·저위 및 적정기술 분야 신사업 출현 기반을 강화함

관광-문화-정보통신-생명산업 융합형 클러스터의 구축 지원
● 관광산업, 1차 산업, 문화산업, IT 등 이업종 교류에 대한 인식을 예외적 활동에서 우선적 정책대상으로
전환함

실천전략 1-2

지역내 창업 및 사업화 기반의 다양화

기업발전단계별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입지방안 마련
● 아이디어 및 적정기술 기반형 창업을 장려함
● 다수가 필요로 하는 범용 설비가 집적되고 지역사회에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동의 작업공간(coworking
space)을 구비한 팹랩(Fab Lab)을 설치함
●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상사무실(virtual office) 기능을 부여하여, 예비 창업가들이
비용부담 없이 사업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지자체 연구소,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기업입지를 제공함
● 창업보육(BI)졸업 기업이나 테크노파크(TP) 등에서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
한 건물 등을 활용하여 입지를 제공함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과 가상 인큐베이터 및 가상과학단지의 조성
● 다양한 (창업)기업지원 솔루션이 집적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가상 인큐베이터(virtual
incubator)로 활용함
● 가상 인큐베이터 간 연계를 통해 이를 실질적인 가상과학단지로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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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잠재적 기업가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내 공공기관의 조달기능을 활용한 창업기업을 지원함
● 생애 최초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기업인이 아이디어 검증 및 사업화 가능성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면
창업자금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 주요 정책분야별로 분산된 창업지원 조항을 취합하여 단일의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함

문화적 활력도입을 통한 거리의 창조성 제고
● 거리를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고 융합된 활력있는 장소로 활성화하고, 이러한 활력을 창업기업이나 잠재
적 기업가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도심 가로 정비 등에 있어 도시와 지역경제 및 문화간 협업을 촉진함

예비창업 및 1인 창조기업을 위한 공간설치와 지원
● 상품사슬(1, 2, 3차 산업 간 연계)에 입각한 창업(소매점, BI 등), 협업, 판매 활동 지원 공간을 마련함
● 도심내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제주 인재가 개발한 각종 아이디어 상품의 거리 판매를 허용함

도심 거리를 선형의 창조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정비
● 거리의 개선과 정비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안을 마련함
● 거리를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집적지로 간주하는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제주발전의 능동적 주체
로 이끌기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킴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함
● 조합 단위 이업종교류의 틀을 넘어 지역차원의 산·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지원방안을 마련함
● 산업간 융합활동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고 산업 간의 경계부에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문화콘텐츠와 IT 요소 투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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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적 산업지원설비 및 서비스의 확충과 집적화
● 특정 산업으로의 전문화가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의 상품화와 아이디어의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범용설
비 집적기반을 구축하고 범용서비스 기능을 통합함

동업종 및 이업종 협력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 기업간 협력의 경험을 통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협업지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시
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함
● 협동조합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소상공인 협업지원체계를 기업간 협업에도 적용함
● 전략산업에 대한 협업지원의 범위를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부문으
로 확대·적용함

실천전략 1-3

산업생태계에 입각한 산업별 발전전략 마련

제주 지역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 제주의 입지 특성이나 취약한 산업기반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산업육성은 다른 지역에 비
해 차별성과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함
●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특정 업종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산업간 융복합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적절히 구축함
● 국가의 지역산업육성 정책 틀내에서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틀을 유지
하되, 지역에서 제도 운영 시 산업간 융복합 가능성을 중요시 함

청정 제주에 기반을 둔 제조업 등의 육성
● 지하수와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주류 및 음료 제품개발을 통하여 향토기업 육성과 연계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함
● 제주지하수와 제주 특산 생물·비생물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스파·테라피 제품을 개발·실용화하여 ‘건
강+휴양’이미지 구축 및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함
● 지역내 창업 및 기존 기업의 업종전환을 통한 산업육성을 위하여 물 산업에 특성화된 기업지원서비스 지
원체계를 구축하고 핵심인력의 양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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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산업으로서 항노화산업의 육성기반 구축
● 항노화산업은 생물산업, 친환경농업, 관광산업 및 건강뷰티 산업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표적 산업간
융·복합 분야로 육성함
● 향장품, 의료, 헬스케어, 관광 등 기존 산업을 항노화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연계함

녹색 도시기반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 제주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자동차 운영의 기술거점화(know-how), 전시·교육장화(showhow)하여 국내 다른 경쟁지역에 대한 상대적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후속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
유치가 가능하도록 도모함
●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제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관련 분야 국제회의 자원이 될 수 있
도록 유도함

청정 제주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제조업의 입지관리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는 개별입지의 계획입지화 방안을 강구하되 중·단기적으로는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제조업
공장설립 증가에 대비하여, 그 입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계획입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1차 산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계획입지로의 집단화가 어렵고 향후
개별입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료품산업은 개별 공장단위의 경관 및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청
정 제주의 이미지가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함

해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기반 구축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 해양바이오 자원의 기능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
하여 가치사슬체인에서 제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기업의 제주 이전에 대해 중점유치산업에 준하여
지원함
● 도내에 분산된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규모와 기능측면에서 전국적인 상징성을 지
닐 수 있는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와 진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능을 확충함
● 제주 바다의 청정함을 유지·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로서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
가 및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도내 (예비)기업인에게 이전
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저변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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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1-4

제주 산업생태계에 부합하는 산업지원 및 추진체계 구축

제주의 역량과 잠재력에 부합하는 산업육성체계 구축
● 기술기반형 산업이나 R&D 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중·저위 기술 기업의 아이디어 검증 및 비
즈니스 서비스 지원,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원, 마케팅지원 등을 강화함
● 융·복합의 경계부에 있는 산업에 대해 융·복합 양측 중 지원에 유리한 산업부문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산업간 융합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 투자유치,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 상호분리되어 운영되는 각 조직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협업을 촉
진하기 위한 종합대책반 또는 실무작업반 등의 조직설치 방안을 검토함

지역혁신의 핵심기반으로서 대학 등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 지역 내 산업진흥기관과 혁신주체의 기능을 지역 기업 수요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제주의 산업기반이
나 입지특성에 부합하도록 각 혁신주체의 핵심 역량을 조정함
● 기업의 발아기(germinator)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및 창업보육 기업에 대한 졸업 후의 사후 지원을 강
화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주에 지역산업에 대한 공헌을 포함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산업생태계 구축
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개편
●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률적 평가체계를 제주의 현실을 반영한 체계로 단기간내에 개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5년 전의 제주와
올해의 제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제주만의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함
● 평가의 과도한 계량화를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에 부합하는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로 인한 정책
취지 왜곡을 방지(졸업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심의 BI 운영 등) 함

Ⅲ.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본구상

▪131

상 생

추진전략 2

실천전략 2-1

창 조

부 문

1차산업의 성장견인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미래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주력·대체 작물의 중장기적 관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감귤 및 월동채소 등 현재 경쟁우위에 있는 작목은 기존의 양적 생산에서 품질 고급화 등 체질개선을 통
한 자생력을 확보함
●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망 대체작물 시범단지(가칭)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작물에 대한 적응 및 파급효
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연구 및 작물 개발을 통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함
●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아열대 소득 작목 도입과 연구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이므로
대체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함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 대응정책 수립
● 현재 운영 중인 FTA 등 피해보전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의 지급 요건에 1차산업의 근원인
제주의 청정 땅, 바다를 보전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함
● 생산자원결합방식의 구조혁신으로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를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의 비교열위 극복을
위한 비가격적인 상품경쟁력 차별화를 유도함
● 시장개방을 농수산물의 수출시장 확대와 다변화의 기회로 활용하여 ‘내수 중심 1차산업’에서 수출가능 1
차산업’을 지향함

신시장 개척 지향적인 신농어업 경영주체 및 조직 등 육성 지원
● 개인의 규모화된 사업체 보다는 지역 내에서 소규모의 다양한 생산자와 가공·유통업체, 제주도, 생산자
단체 등이 서로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 조직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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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과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신시장 진출을 주도하고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상품개발, 유통시킬
수 있는 신농어업경영주체를 육성함
● 지역기반의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조직체를 육성하여 고령화 등 농촌인력의 은퇴 이후 농업경영
인력 공백 사태에 적극 대비함

농축수산품의 유통구조 개선과 체계적 수급 관리를 통한 활성화
●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한 포스몰(POS-Mall) 등 ICT활용도(빅데이터) 제고 등 신 유통모델을 활성화함
● 지역농협, APC활성화 등 산지 중심의 생산-유통구조 변화 및 규모화, 법인화를 추진하고 주산지 중심
의 규모화, 품질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함
● 생산·유통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수
급관리와 유통 효율화를 추구함
● 생산자가 다수이고 유통업체가 소수인 1차 산업의 특성 상 유통체계의 정비는 1차 산품 자체의 고부가가
치화 못지 않게 중요함
● 1차 산업의 새로운 시장(중국 등)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1차 산업체 및 그 가공산업체의 AEO
인증을 지원함
※A
 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미국, 일
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홍콩, 멕시코 등 8개국과 체결함

● AEO 인증 지원과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제주 내에 투자한 중국기업과 연계하여 1차 산품 및 그 가공산
업의 유통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함

실천전략 2-2

제주 생산품의 특성화 전략 강화

여건변화에 따라 다른 지역의 산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차별성 강화
● 과거에 제주에서만 생산되었던 작물이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타 지역에도 생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해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가 살아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
출하는 전략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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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산품의 청정성 및 기능적 우수성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최종소비자에게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 제주 자원의 청정성과 기능적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킴으로서 역외 대규모 생산
업체나 유통업체 등이 여건변화에 따라 쉽게 다른 지역의 산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유도함
●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개발, 안전하고 매력적인 상품생산,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원활한 융복합화를
위한 경영자원(사람, 제품, 자금, 정보) 확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함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가능한 신규 작물을 제주의 새로운 특성화 자원으로 활용
● 이와 더불어, 새로운 아열대성 작물 재배를 정착시켜 제주도의 새로운 상품작물로 삼고 이를 통해 비교
우위를 확보할 필요도 있음
※ 제주 농업기술원에서는 리치, 레드베이베리, 체리, 블랙커런트, 올리브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아열대
작물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 중임

실천전략 2-3

6차산업화와 스마트고도화를 통한 성장견인력 회복

지역의 다양성과 주체간 상호 연계를 중요시하는 지역의 6차산업화 정착
●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생산~가공~유통·판매(상)의 효율적인 협력과 융복합화를 통해 6차산업의
활성화 도모가 필요함
·단독의 규모화된 사업체 보다는 지역 내에서 소규모의 다양한 생산자와 가공·유통업체, 제주도, 농·
수·축·협 등이 서로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제주도 단위 뿐만아니라 마을단위의 6차산업육성계획(가칭) 수립을 통해 제주형 6차산업의 체계적 육
성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담당하여 종합적 운영과 육성을 활성화 함
● 개별 경영주체보다는 최소 마을단위의 조직경영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간단위 또는 사업단
위의 위계를 설정하여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 국내 1호 말(馬)산업 특구의 기반을 활용한 고부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제주형 6차산업의 성공적
인 개발 모델로 강화함
·말 이미지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지역 기반시설 등과 접목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시도하고 상품
개발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함
● 제주미래 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제주형 수산업 기반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산업
으로 육성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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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는 가칭 기업성장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을 지역의 산업진흥기관내에 설치함

‘스마트농축수산업’을 통한 1차산업 시스템 고도화
● ICT, BT 융복합화를 통한 스마트농축수산업을 실현함
-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기상이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고비용 구조, 급변하는 소비자 기호변화,
시장개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요성이 증가함
● 스마트농축수산업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1차산업의 가치사슬 전반
에 걸친 생산성·효율성·품질향상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함
● 기후변화는 1차산품의 생산량과 품질 뿐만 아니라 재배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변
화에 따른 새로운 작물의 재배가능성 검토,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함

농업의 성장산업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농업역량

융복합화

자원,
규제완화

과학기술(DCT, BT)
농업·과학기술·자원의 융복합화

실천전략 2-4

자립 역량 강화로 제주형 1차산업 가치 제고

제주형 1차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위상 재정립 필요
● 제주의 1차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존립과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자 지역의 상징
적 문화·경관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지역발전 정책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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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산업에 대해 단순한 영농·영어 활동으로 국한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농어업유산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제주의 청정가치를 강화하고, 브랜드화 하여 제주의 1차산품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함
● 농어업의 약점을 제주의 환경·지리적 이점과 연계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농업생산, 체험관광, 해양
휴양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경관농업지대 조성을 확대함

도민주도의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 농정 거버넌스 기반 확립
● 농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 농어업인만의 의견조율·협의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 도민 모두가 소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참여의 과정으로 발전을 유도함
● 지역내 인적자원 역량강화 및 활용 제고를 통해 외부의존도를 지양하고 내적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
력을 강화함

상 생

추진전략 3

실천전략 3-1

창 조

부 문

지역주도의 투자유치체계 확립

일자리 중심의 지역산업 및 투자유치 정책 목표 설정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GRDP 중심 정책 목표의 한계 인식 필요
● 국가 추진사업이나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GRDP 기준을 유지하되, 지역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목표 및 지표설정을 통해 이를 보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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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발전의 목표에 지역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포함
● 투자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있어 주민복리와 일자리 창출이 핵심목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
하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반영한 성과지표 등을 작성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을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서 국가의
경쟁력강화와 지역의 복리증진으로 개편(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된 국제자유도시법의 목적 참조)함
● 일자리 창출의 양적효과 외에 질적 효과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이 제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허용함

정책목표 전환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
● 지역주민의 소득제고나 일자리 창출 등을 정책의 주요 목표와 사업의 지표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에
주안점을 둔 현행 체계를 「투자유치」와 「투자관리」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조직으로 개편 함

실천전략 3-2

지역·주민체감형 투자유치체계 확립

역외 자본유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외자본과 기업의 유치 의사결정에 선행하여 동 사업의 지역주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요 정책분야나 주요 사업에 대해 ① 공유자산 개념을 적용하여야 할 사업 ② 지역주
민과 지역자본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 ③ 지역주민이나 지역자본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 ④ 역외 자본과
기업에 의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분함

대규모 신규투자자의 개발사업 허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 마련
● 신규 투자는 제주도에서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원과 지역의 훼손을 유발할 수 없으며, 투자액과
고용규모 측면에서 토지의 과도한 조방적 이용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 신규 투자는 제주도의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세계시장에서 제주의 몫을
키우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투자는 제주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명
확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
Ⅲ.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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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의 개편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업은 다음 지표를 검토함
|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예시 |
구분

세부 기준 예시

사업의 직접적인
경제발전 효과

-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거나 또는 미래의 고용 잠재력을 제고
- 대상 사업이 또다른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고, 지역내 산업부가가치나 미래의 산업성장 잠재력 제고
- 지역의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대체하여 기존 지역경제에 중요한 이익을 주는 사업

사업의 부가적인
경제발전 효과

- 관련된 다른 일자리의 창출
- 지역의 경쟁우위 확립에 기여
- 지역내 산업시너지 효과의 유발, 산업발전을 위한 최소필요규모(critical mass)의 창출 등을
통해 지역내에 또 다른 신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지역경제가 세계시장에 통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지역인력의
기술숙련도 향상 등을 통해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이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발전 전략의
부합성
사업의
추진가능성

-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의 통합성
- 제주의 청정 가치를 유지·제고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 사회적 약자나 소상공인의 공동발전에 기여
- 기타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예견되는 사업(예시:기후변화 영향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전략산업이나 특화산업 등과의 부합성
- 지역전략산업이나 특화산업의 가치사슬상 취약점을 보완하여 줄 수 있는 산업
- 지역전략산업과 전후방으로 직접 연계된 산업
- 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재정적인 수행가능성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조건의 실효성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도 조례에서 투자진흥지구 지
정시 고려하도록 규정한 주요 사항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조례가 정
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환수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가 가능하도
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지정해제 기준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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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3-3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와의 연계 강화

투자유치 중심의 정책에서 투자유치 및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투자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표준화된 일자리 개념의 도입
● 투자와 일자리의 연계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간에 비교 가능한 객관화된 일자리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자사업 간의 비교가 가능해짐으로써 합리적인 투자 유
치·관리 및 지원을 도모함
● 제주도내 투자한 기업이 고용하는 모든 인원은 주당 근로시간 36시간의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도록 유도함
● 급여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2015년 시간급 5,580원) ▶3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135
만 9588원), ▶제주도 동종 산업 평균 급여의 100% ▶전국 동종 산업 평균 급여의 100% 등의 대안을 적
용 가능함

투자자에 의한 「상세고용계획」 수립
●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구체화를 피하기 위해 워크넷 등 기존의 제도화된 구
인·구직 서식에 포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고용계획을 수립함
● 지역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산업별×직업별 고용계획을 제시함
● 도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는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도민과 외지인의 구분이 강하기 때문
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도민의 개념을 다른 지역과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함

「고용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도 도입
● 적정성 평가 자료는 단기적으로는 전국 통계 등을 활용하되 점진적으로 수범사례에 대한 자료 축적, 유
사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제주도의 여건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소매업 투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내 기존 일자리의 감
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신규 투자가 지역 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
영하여 고용계획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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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3-4

일자리와 연계한 선별적·차등적 투자지원제도 확립

차등적 인센티브제도 운영 방안
●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는 5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일차적으로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함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조례 제4조 1항에 의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 결정시에는 투자의 실현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기업의 고용창출 규모(건물 연면적 기준 및 매출액 기준)가 유사사업 기준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고용
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추가로 지원함

기업 고용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마련
● 일시적 불이행 : 투자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인센티브 등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중단하는 방안(예시 : 지
방세 감면의 중단 등)
● 지속적 불이행 : 투자자가 당초 약정한 일자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금을 회수
하는 방안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항구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 총량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총량적인 지원규모를 도출하고, 협상과정에서 투자기업이 이 금
액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협상력과 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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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생

추진전략 4

실천전략 4-1

창 조

부 문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산·학·관 협력에 의한 부문별 인력수급체계 강화

산·학·관 공동의 인력양성 협력 및 역할분담체계 확립
● 산학협력에 의한 인력수급체계에서 산학관 협력에 의한 인력수급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역인력개발파트너십을 설치함
● 대학은 지역노동시장의 분석, 산업발전 동향의 분석 등을 통해 산업계의 미래 인력 수요 전망 등을 지원
하고, 산업계 단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기타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하고 그 운영을 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학·관 협력에 의한 인력수급체계의 코디네이터이자 행·재정적 지원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지역의 인력수급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산학관 협력으로 구축된 인력개발파트너십 내
에서 논의하여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

실천전략 4-2

기업의 우수 전문인력 유치 등에 대한 지원

역외 우수인력의 유치에 대한 지원
● 투자기업이 도내에서 부족한 특정 분야의 고급인력을 역외에서 유치하고자 할 경우 주거확보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외에도 문화·예술·의료 등 제주도의 발전방향과 밀접히 연관된 우수인
력은 현업에서 은퇴한 고급인력의 경우에도 제주도 내 취업알선과 정착지원 및 홍보를 통해 계획적 유
치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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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기업 예우 확대를 통한 지역내 우수인력 유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조례」의 지원조치를 주차 등 일상생활로 까지 확대하고 기업이 추천
하는 우수인력에 대해서도 기업인에 준하여 예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함
●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홍보함으로써 제주 자원의 세계화를 선도한다는 자
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함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검토
● 제주도내 특정 전문인력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장
기적으로는 기술이민제도의 확대 방안을 검토함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의 경우 체류기간 등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제도를
운영함

기업의 자체적인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 외부위탁교육에 한하여 제공되는 교육훈련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스스로 인력을 교육하고자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에게 직접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 기업의 조업개시 후부터 적용되는 기존의 교육훈련 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조업개시 이전에라도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양성하고자 할 경우 교육훈련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실천전략 4-3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강화

구인 기업 일자리의 안정성 제고 방안 검토
● 기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여 이직률이 낮아질 경우 해당 기업도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개
발과 더불어 기업에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일자리의 질적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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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에 대한 적합한 정보의 적기 제공 체계 구축
● 제주도의 일자리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기업이 제주도민의 구직상황을 보다 쉽고 우선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청이 주관하여 인터넷 상 「청년일자리 코너」 등에서 구인기업의 인
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함

구직자의 직무역랑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 구직자의 직무역량 부족이나 구조적 미스매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직자의 직무 (전환) 역량 강화
를 위해 산·학·관으로 구성된 지역인력개발파트너십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함
● 산업계의 일자리 수요 파악과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및 노동시
장 분석을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인력의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을 추진함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국가직무능력 표준 모듈을 활용하되, 제주에서
필요하나 국가 단위의 모듈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는 제주도가 주관하여 모듈 개발을 지원함
● 산업계의 단기인력 수요 확인이 어려운 미래전략 산업분야는 제주도와 학계가 협력하여 필요인력을 양성함

실천전략 4-4

교육훈련과 인력양성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인력양성 등 공공 성격의 인센티브 비중 확대 및 지원 기준 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혼재된 다
양한 인센티브를 그 성격에 따라 지급한도 등을 재조정함
● 동일한 산업분야 내에서는 공공과 민간 등 사업추진주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인력의 신규채용 가능성이
높은 교육훈련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력양성 예산을 우선 지원함

장기적으로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하되, 교육훈련비 지원을 우선 적용
● 장기적으로 인센티브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되, 전체 총량에서 차지하여야 할 교육훈련비 등의 최저한도 등
을 규정하여 제주자치도의 기업 지원금이 지역주민의 인적자원 개발에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함
● 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 교육훈련비 등 인력양성과 관련된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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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국가의 인력양성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행정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나 기업지원 프로그램
에 대하여 일원화된 정보제공 창구(웹사이트 등)를 구축함
● 제주특별자치도나 지역 내 산업진흥기관 등은 도내 기업이 국가 지원사업에 대한 응모를 희망할 경우
지원사업 해당 여부의 검토, 표준화된 서식의 제공, 서식작성에 대한 행정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도내 기업의 수혜 가능성을 제고함

상 생

추진전략 5

실천전략 5-1

창 조

부 문

제주형 사회적 경제공동체 육성

수눌음 경제공동체 기반구축

수눌음 경제공동체 관련 총괄조직 신설
● 제주도 내 모든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을 종합적 컨셉에서 사회적 경제 과정에서 검토하는 총괄담당부서를
신설함
※ 예시: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 특별보좌관 배치, 사회적경제팀을 사회적경제과로 확대 개편 등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지역 금융환경 조성
● 공동체채권, 사회혁신채권, 지역금융권 협력을 통한 소액자금 융자 활성화를 마련함

수눌음 경제공동체 지원을 위한 민관협동시스템 강화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공유경제 등 다양한 도정이슈를 다룰 수 있는 통합적 허브센터 신설
및 협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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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5-2

공유자산 형성 중심의 수눌음 경제공동체 사업모델 육성

공유자산, 커뮤니티자산 중심의 사업모델 육성
● “토지, 공기, 물, 경관, 제주 브랜드”등 제주가 보존해야 할 한정된 공유자산의 관리·활용·사업화의
주체로서 공동체사업모델을 구상함
● 도시내 유휴공간, 커뮤니티시설 등 지역자산의 공동체 자산화 및 공동체 신탁화 방안 마련

제주문화 확산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 확산
● 현재 제주도 사회적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 및 생태·문화관광 분야 조직들과 지역자
원을 연계하여 지원함

실천전략 5-3

수눌음 경제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 구상

사회적경제 참여주체(기업, 사업체, 조직체) 간의 신뢰와 협동을 통한
연대 네트워크 조직화
● 사회적경제조직간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신생 사회적경제조직과 전통적 사회적경제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축, 연대고용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블록화를 확산함

도민이 모두 주체가 되는 수눌음 경제공동체 모델 구상
● 다양한 지역 경제주체들이 경제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조직을 설립하는 등 지역주민이 조합원이면서 소비
자가 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함
※ 원주시의 경우, 시민 중 30% 이상이 협동조합 조합원임

●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제공동체 학습문화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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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요지표

「지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조성을 위해 5개의 추진전략, 19개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실천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창조계층 비율, 신설 사업체 비율, 고용률, 사회적경제 비율을 주요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함

● 창조계층23) 비율24)
·미래산업 및 좋은 일자리의 핵심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는 지역환
경을 갖추어 2013년 15.3%에서 2030년 이후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함
● 신설 사업체 비율
·신설 사업체 비율은 2013년 8.8%에서 2030년 이후 13%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하
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달성하도록 함
● 고용률25)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2014년 66.6% 수준인 제주의 고용률을
2030년 이후 7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경제 GRDP 비율
·사회적경제 GRDP 비율은 현재 0.1%로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2030년 이후 10% 이상의 비율로 높일
수 있도록 함
| 상생 창조 부문의 주요지표 |

구분

현재

단기
(2015~2019)

중기
(2020~2030)

초장기
2030년 이후

창조계층 비율(%)

15.3(2013년)

20

25

30

신설 사업체 비율(%)

8.8(2013년)

10

12

13

고용률(%)

66.6(2014년)

70

73

75

사회적경제 GRDP 비율(%)

0.1

5

8

10 이상

23) 창조계층이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학교수, 과학자, 연구원, 분석가, 작가, 디자이너, 배우 등이 있음(서울연구원. 2015.
「서울시 창조계층 특성과 정책방향」).
24)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수 / 15세 이상 65세 미만 총인구수 X 100
25)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수 / 15세 이상 65세 미만 총인구수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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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휴양‧관광 부문
제주는 섬 관광목적지로 관광객 수의 증가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관광수용력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제주의 양적
성장과 자원중심 개발, 가격 중심의 경쟁구도, 관광수용력 한계로 인한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는 질적 성장과 가치창조 중심의 관광개발방식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
가치를 보전하고 굴뚝 없는 청정산업인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문화유입 속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공동체정신의 함양을 바탕으로 제주관광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제주자연과 도민·관광객의 상생과
공존의 조화, 제주 산업간 융복합 및 공존을 통한 신규가치의 창출, 외부문화·자본들의 무조건적인 수용보다,
원칙적 공존으로 제주관광의 포용적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 만들기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제
 주 관광은 관광의 핵심 구성요소인 제주 청정환경의 보전적 이용, 생태적 과정의 유지와 자연자원의
보전에 기여한다.
원칙 2 제
 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진정성을 존중하여 고유한 유산, 생활문화, 전통가치의 보전 및 상호
공존과 상생에 기여한다.
원칙 3 제
 주 내 관광산업의 활력과 장기적인 경제적 운영이 보장되고 고용과 소득기회 등 사회 경제적 효과가
제주도민에게 확산되도록 기여한다.
원칙 4 산
 업간 연계와 융복합으로 의미가 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고품질·고품격의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에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를 조성하고 도민참여의 기저 아래 제주의 고유한
관광산업 콘텐츠 강화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매력도 제고,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관광산업 집중 육성, 글로벌트렌드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체질 개선, 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체계 구축이라는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12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그간 제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제주관광산업의 질적 개선과 도민과의
상생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도민체감 전제하에 제주의 청정자연유산의 활용과 문화매력도 강화,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농어촌지역으로의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획일적인 관광 패턴 및 산업간 협력 부족으로 인한 저부가형 관광산업의 개선을 위해 휴양형 MICE산업의 육성,
웰니스투어리즘 선진화, 청정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화 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고품격 제주관광 가치 강화를
통한 제주관광 고부가가치 방향을 제안했다. 증가하는 외래관광객 수요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관광시장 다변화 전략, 관광품질 개선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 제주관광 기반 구축으로 제주관광의
고품격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관광활성화 효과에 대한 도민체감이 부족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존형
관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휴양·관광 제주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통해 제주관광이 지닌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의 위상제고 및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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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

기본방향
● 제주 고유의 관광자원 콘텐츠 활용을 통한 관광브랜드 강화
·자연유산, 도농지역, 역사문화자원 등 지역자산에 기반을 둔 관광가치를 창출함
·도민의 자발적 관광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밀착형 관광산업을 육성함
●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관광산업 집중 육성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자원과 산업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함
·융복합 관광산업의 체계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제도를 정비함
● 제주 관광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외래관광객의 전략적 유치와 품질관리를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함
·스마트관광 섬 조성에 부합하는 ICT 관광인프라 조성 및 서비스를 강화함
● 도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동력 구현
·관광분야 협치를 통한 참여기반 확대로 관광산업과 도민의 상생관계를 유도함
· 제주형 맞춤 관광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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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관광 위주의 관광콘텐츠 및 공간적 한계
·자연자원, 랜드마크 등 관람중심에서 문화, 생태 등 체험중심으로 관광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
농촌, 오지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이 시급함
·제주를 대표하는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이 부족함에 따라 청정한 자연, 고유한 문화, 도심 활력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화 필요성이 대두됨
● MICE, 의료관광 등 다변화되는 고부가가치 관광에 대한 대응 미흡
·MICE, 의료관광 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
라 도시간 경쟁이 치열해짐
·기존 융복합 관광산업은 벤치마킹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제주의 고유한 지역가치와 특성이 반영된 제
주형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청정 자연환경에서의 힐링과 휴양, 레저 등 다양한 여가활동과 비즈니스 앤 라이프(Business and Life)
가 균형 잡힌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저가단체관광에 따른 제주관광 품질저하 및 관광수지의 악화
·제주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3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하는 성장을 이루었으
나,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저가관광상품 보편화로 관광객 만족도 저하, 관광이미지 훼손,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관광활성화 효과에 대한 도민체감 부족
·제주관광산업의 성장세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이 체감하는 관광산업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음, 교통체증, 갈등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공존형 관광친화도시 인식 확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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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이슈
● 주요이슈 1: 자연관광 위주의 관광콘텐츠 및 공간적 한계
● 주요이슈 2: 고부가가치 추구 관광트렌드 변화 대응 미흡
● 주요이슈 3: 저가단체관광에 따른 관광 품질저하 및 관광수지 약화
● 주요이슈 4: 관광활성화 효과에 대한 도민체감 부족
| 휴양·관광 부문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 |

핵심 가치
VISION

주요이슈
현안 문제

정책방향
발전과제

추진전략

상호작용

변화

관광 경쟁력

청정
청정자연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조관광

(인프라, 배후시장 등
자연관광위주의 관광콘텐츠
및 공간적 한계

경쟁력 부족)

고부가가치 추구
관광트렌드 변화의 대응 미흡

(자연자원 의존형

산업육성

공존
도민과 관광객의

관광콘텐츠

저가단체관과에 따른 관광 품질저하
및 관광 수지 약화

관광주체와 객체가
공존하는 제주

관광활동)
다변화
(특정국가에 대한

관광활성화 효과에 대한
도민체감 부족

도민체감
(지역주민주도형
관광개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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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
관광사업 집중 육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체질 개선

의존도가 매우 높음)

수준 높은
파트너십을 통해

제주형 관광 콘텐츠
다양화 및 매력도 제고

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체계 구축

04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 주요이슈와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
주요이슈

추진전략

실천전략
1-1. 지역기반 청정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자연관광 위주의
관광콘텐츠 및 공간적 한계

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매력도 제고

1-2.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관광 기반 구축

1-3. 전천후 도시관광 콘텐츠 및 여건 조성

2-1. 휴양형 MICE산업 육성 및 활성화
MICE,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 관광산업
집중 육성

2-2. 힐링의 섬, 웰니스투어리즘 선진화

2-3. 청정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화

3-1. 관광시장 다변화 위한 글로벌마케팅 실시

저가단체관광에 따른 관광
품질저하 및 관광수지의 약화

글로벌트렌드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체질 개선

3-2. 관광품질 개선을 통한 제주관광 세계화

3-3. ICT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섬 기반 강화

4-1. 제주형 관광 협치체계 구축

관광활성화 효과에 대한
도민체감 부족

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체계 구축

4-2. 지역커뮤니티 관광산업 참여역량 강화

4-3. 제주관광 맞춤형 창의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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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양 ‧ 관 광

추진전략 1

실천전략 1-1

부 문

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매력도 제고

지역기반 청정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제주 농어촌 6차 산업화 활성화
● 관광트렌드 변화 및 도농 교류활동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 농어촌의 1·2·3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제주형 6차 산업화를 활성화함
● 농어촌 체험마을과 대표자원(전통 음식, 5일장, 유적지, 축제 등)의 체계적 발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컨설팅 및 법제적 지원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함
● 마을별 지역주민 전문가 육성을 통해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제주 농어촌 관광 등급 평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농어촌 관광 품질을 관리함

제주 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육성
●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과 3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제주형 생태관광자원의 개발과 교육, 관
광자원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저변을 확대함
● 제주지질공원 대표명소별 특징에 따른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의 축제, 역사문화유산 탐방과 연계하는
등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콘텐츠 개발체제를 구축함
● 지역인재를 활용한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전문해설인력의 확충과 개별 여행객도 다양한 방법을 통
해 현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제고함
●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 관광을 도입하여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돌담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지역민과의 교류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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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힐링(EcoHealing) 체험을 위한 도보관광 인프라 정비
● 제주의 스토리와 역사를 담은 테마형 도보관광 인프라를 정비하여 도보관광 발굴-가공-관광자원화를
통해 이미지를 강화함
● 제주의 청정자연과 해양을 활용한 힐링형 체험관광루트를 발굴하여 ‘Slow-Travel’을 테마로 투어코스를
발굴하고 탐방자원 DB구축 및 생태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관리함

실천전략 1-2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관광 기반 구축

제주 문화예술관광 플랫폼 구축
● 제주 문화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골목, 이중섭 문화거리, 바오젠거리 등에 문화예술놀이터를 조
성하여 지역예술인의 자유로운 전시와 공연을 지원함
● 제주의 굿, 해녀문화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문화자원의 현대화로 제주 대표 상설
공연(뮤지컬, 연극)을 활성화하고 지역 대표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함
● 차별화된 한류관광상품 발굴을 위해 로케이션 유치 및 촬영지 관광상품화 등 한류콘텐츠의 전략적인 홍
보와 마케팅과 관련한 쇼핑, 음식, 뷰티체험 등으로 확대함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축제 육성 및 지원
● 제주 내 30여개에 달하는 축제의 통합화로 지역축제의 집중적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함
● 인센티브 지원 및 3년 일몰제 적용 등 지역축제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함

제주문화, 예술, 공연 등의 창작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태계 지원
●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역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및 활동을 지원함
● 제주 내 공연, 문화, 예술프로그램의 현황 진단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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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1-3

전천후 도시관광 콘텐츠 및 여건 조성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리테일테라피(Retail Therapy) 활성화
● 제주 쇼핑관광 강화를 위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복합형 여가공간을 발굴하고, 원도심지역의 시
장 리모델링, 크루즈 기항지 배후공간 등 도심내 쇼핑거점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관광소비지출을 촉진함
● 전천후 관광지역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쇼핑·위락공간을 조성하고 가로환경 개선 및 시설현대
화 등 물리적 환경정비와 ICT 비콘을 활용한 쇼핑프로모션 제공, 골목면세점 도입 등 다양한 이벤트로
쇼핑 친화도시로 조성함
● 외부자본 유치와 도내 지역자본의 결합을 통해 쇼핑관광 수익이 지역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는 체계 마련
이 필요함

24시간 즐길거리가 넘치는 야간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
● 제주 야간문화관광의 비전과 컨셉,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한 체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청
정한 제주의 야간관광의 정체성을 강화함
● 야간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축제, 야간관람 등의 콘텐츠 구축 및 야간 교통인프라 확충, 범죄예
방설계(CPTED) 개념의 도입을 통해 안전한 야간관광활동을 지원함
● 원도심, 농어촌 휴양마을 등의 비즈니스네트워크 구축으로 도민이 야간관광안내, 숙박, 식음, 쇼핑, 야시
장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크루즈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 제주항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관광소비를 유발할 기항지 관광 어메니티 조성으로 지역
상권 소비유발효과를 기대함
● 제주항 배후상권에 앵커테넌트(Anchor Tenant) 도입 및 각종 문화행사, 공연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항지 매력도를 높이고 모객콘텐츠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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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2

실천전략 2-1

휴 양 ‧ 관 광

부 문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 관광산업 집중 육성

휴양형 MICE산업 육성 및 활성화

휴양형 MICE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이해관계 가치 모델 재정립
● 도민들에게 관광활성화 혜택이 환원될 수 있도록 청정과 공존의 가치로 이해관계 가치 모델의 재정립이
필요함
● 공존도시 및 청정자연을 고부가가치 관광의 전략적 가치로 삼아 도민과의 상생을 강조한 휴양형 MICE산
업 생태계를 조성함
| MICE산업 가치모델 재정립 |

※ 단편적인 생태계구조에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청정과 공존의 MICE생태계로 전환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순위 사업 선별지원

제주 휴양형 MICE
MICE 사업
공존도시

청정자연

기업
교육
관광/교통
의학
자연과학

도시(야간)관광 콘텐츠
문화예술관광 플랫폼

여행사
숙박

웰니스 투어리즘
청정 레저 스포츠

운송

MICE 기획업자

문화
레저

제주 컨벤션뷰로 도민주도
기획업(유니크베뉴 등)

MICE 인프라시설 확충방안 및 시설 집적화를 통한 관광환경 조성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의 경쟁력 있는 전시회 유치를 위해 최소 20,000㎡ 전시공간 마련 및 대형컨벤
션 유치를 위한 전시공간 확충, MICE 인접지역 내 시설 집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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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MICE 국제회의 및 컨벤션 유치를 활성화하고 컨벤션 시설외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소규모 회의시설 (Unique Venue-공원, 박물관, 전통가옥 등)를 발굴하고 활성화함
● 휴양형 MICE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MICE 개최 이후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는 휴양, 힐링, 레저스포츠 등
관광상품과의 접목으로 관광효과 극대화함

제주형 인센티브관광 전진기지 구축
● 인센티브 관광유치를 위해 도내 글로벌 법인, 여행사, 국제학회 및 협회 등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환경분
석,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유치활동을 활성화함
● 인센티브관광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프로그램 콘텐츠 발굴로 제주내 MICE, 향장, 골프, 식음 등 지역산업
과의 연계프로그램 발굴 및 레저, 웰니스프로그램 등 관광상품을 연계함
● 시장별 수요특성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DB관광 구
축으로 고객유치 및 사후관리 네트워크 운영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함

공존형 MICE TF팀 조직체계 구축
● 산학민관 조직간 협력을 통한 추진기반 조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MICE TF팀은 연구·자문을 통한 R&D
및 인력양성, 전략적인 마케팅 등 분야별 역할 분담을 실시함
● 본 조직은 잠재수요 발굴(MICE행사, 주최기관 정보조사 및 DB구축)→ 유치마케팅(타겟지역 및 섹터별
전략마케팅)→ 유치·개최지원(인센티브 및 서포트지원)→ DB구축 및 공개(MICE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안내홍보시스템 강화 및 웹콘텐츠 활용을 극대화함
● MICE얼라이언스(Alliance) 내부역량을 강화하기위해 PCO(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
PEO(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을 위한 교육과정,
현직자 대상 보수교육을 신설함

실천전략 2-2

힐링의 섬, 웰니스투어리즘 선진화

힐링의 섬, 웰니스 관광 로드맵 구축
● 제주가 지닌 자연, 의료, 미용, 휴양, 식음 등 전방위적 산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제주형 고품격 웰니스
관광산업의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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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웰니스 정책적 로드맵 구축과 천연자원과 치유(대체의술, 한방, 건강검진 등)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제주형 웰니스 관광모델 설정 및 타겟마케팅 실시
● 제주관광 빅데이터 분석으로 관광객 선호와 수요 도출을 통한 유형별 타겟마케팅을 실시하고 유형별 조
합에 따라 각 모델의 핵심서비스, 도입가능시설을 결정함
※ (휴양 + 뷰티 + 음식) 제주 천연재료 기반의 향장, 음식 및 해양스파 체험(MICE + 휴양 + 레저) 회의 및 컨벤션
이후 스파, 해양레저 등 휴식 지원 (의료 + 휴양 + 음식) 의료검진 후 회복을 위한 요양, 재활 등의 헬스 케어

●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 특화된 컨벤션산업, 향장, 음식 등 기존 지역산업간의 적극적 연계로 관광자원
화하여 활용함(휴양형 MICARE(MICE+Healthcare) 등)

| 휴양형 MICARE 관광상품 |
품목명
휴양형 전시기획

내용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한 MICE형 전시회 육성 및 신규 전시상품 개발

인센티브 투어

포상관광, 교육, 산업시찰 등 인센티브 투어와 첨단 IT, BT 등 의료기술결합

헬스테인먼트

식품, 뷰티 등 웰빙 및 건강, 안티에이징, 등의 서비스와 관광 결합

전시디자인서비스

홍보, 인테리어 커뮤니케이션과 연계된 다양한 제품 개발 디자인 적용

의료검진서비스

의료검진 프로그램, 특화 검진, 생애주기 등 의료검진과 연계 및 개발

헬스케어리조트

복합리조트, 요양기관 등과 관련 서비스, 제품이 연계된 융복합 서비스 개발

스마트 MICARE 플랫폼

MICARE 서비스를 대상으로 상호정보 및 프로그램 공유 시스템개발

의료관광서비스

목적형 웰니스 관광객의 병원-웰니스-메디텔 연계관광서비스 개발

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숲체험, 치유센터, 힐링센터 등의 웰니스 인프라 클러스터 연계상품

의료·헬스케어 플랫폼

국내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및 수출,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연계

Pre-Post Meditator형

MICE행사 참가시 웰니스 관련 관광, 관람, 체험, 쇼핑,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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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2-3

청정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화

제주 레저스포츠 관광 대표브랜드 육성
● 해양과 산으로 둘러싸인 제주의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이색적이고, 다양하고, 안전한 레저스포츠 발
굴로 제주 체험관광의 어메니티 경쟁력을 강화함
● 해양스포츠, 말산업 등 제주의 지역자원과 국가적 지원에 부응하는 대표 브랜드를 설정하고 관련 전문학
교 및 인증프로그램 도입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기반을 구축함

해양 레저스포츠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 마리나 재생사업으로 기반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후도시와의 연계를 도모하며,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요트
중간 기항지로 향후 복합 글로벌 마리나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육성함
● 청정한 제주 연안의 해양레저, 관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친수공간 및 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연안유휴
지를 활용한 휴양시설, 해중레저 거점 및 해양문화 콘텐츠를 조성함

승마 레저스포츠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리
● 농산어촌 마을과 연계한 레저스포츠 관광 육성을 위해 승마 등 농산어촌과 대표 레저스포츠 연계 프로그
램 발굴로 농어촌 관광수익 창출에 기여함
● 제주도 전역을 승마로 네트워킹하는 트레일 로드 개발, 목장 및 승마·농촌체험이 가능한 체류형 시설
조성, 기존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농촌마을 관광 활성화를 지원함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제주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를 위한 통합 자치법규 마련 추진으로 체계적으로 레저스포츠를 통합 관
리·조정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레저스포츠 관광 종합정보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예약, 정보제공 및 후기 등의 시스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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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 관광산업 집중육성 방향 |

※미래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의 청정자연환경과 융복합하여 휴양형 MICE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으로 발전
※제주도의 청정과 힐링의 관광브랜드 강화를 위해 고품격 치유, 의료, 뷰티, 웰에이징 등 삶의 질과 관련된 힐링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웰니스투어리즘 인지도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

1인당
지출 규모

「저가 단체관광」 중심에서 「고부가 개별여행 관광」 으로의 전환
웰니스
투어리즘
- 뷰티, 휴양, 의료 등
웰니스의 관광자원화

휴양형MICE

- 1,631,303원3)

- MICE 비즈니스와

개별관광
(가족여행)

관광 결합의 관광상품

고부가가치
융복합관광

- 730,184원2)

- 단독·소규모

단체관광

니즈별 자유여행

1) 제주특별자치도. 2015. 「2014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652,521원1)

2) 한국관광공사. 2014. 「2013 MICE 실태조사」

- 여행사 관광상품

3) S
 RI International. 2013. 「Wellness Tourism is a Growth Opportunity
World-wide」

- 623,174원1)

기간
※또한, 관람위주의 자연경관 관광에서 경험과 체험중심의 관광으로 변모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기반을 둔 융복합 관광산업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

산업간
융복합도

중장기 Industry Convergence

도시/
쇼핑관광

High

닫기
Cultere+
Ride Oriented

웰니스
관광

산업/
컨벤션

해양/
크루즈

해안관광

Mean
기존
Natural
Oriented

Low

지역관광

Low

모험관광
지역관광

해안관광

제주관광
발전방향

모험관광

Mean

High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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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3

실천전략 3-1

부 문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체질 개선

관광시장 다변화 위한 글로벌마케팅 실시

과학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도출
● 특정국가에 편중된 인바운드 시장에 대한 우려 및 외래관광산업의 단조로움 극복을 위해 외래객 실태조
사, 출입국 통계분석, 시장별 마케팅 조사, 여행업계 모니터링 등 해외시장별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이 필요함
● 제주관광 마케팅 효과 증대를 위하여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뉴미디어 연관 마케팅과 엔터테인먼
트, 경품, 식도락 마케팅 등 펀마케팅(Fun Marketing)을 활성화하여 친근함을 제고함
● 제주의 잠재적 인바운드 시장인 동남아 무슬림 관광시장과 러시아시장의 확대 및 개척을 위한 안내서비
스·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수용태세를 정비함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저가덤핑상품의 고급화 전략 마련
● 중화권국가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쇼핑관광 위주의 저가 상품 범람으로 인해 제주 관광에 대한 만족도
저하, 제주 관광이미지 훼손, 재방문률 감소 등의 악순환이 형성됨
● 저가 관광지 인식 등 제주관광 질적 고도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관광상품 가격 정상화 유도가 필요
하며, 관광상품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민관 합동 자정노력이 필요함
● 과도한 쇼핑 수수료 근절을 위한 공정영업 유도 및 판매업체 모니터링과 함께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한
피해예방 및 불편처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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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3-2

관광품질 개선을 통한 제주관광 세계화

통합적 관광품질 인증 평가체계 마련
● 관광품질 인증을 위한 평가대상 선정 및 프로세스 도입으로 출입국, 숙박, 음식 관광품질 평가에서 장기
적으로는 관광앱, 교통에 이르기까지 평가범위를 확장하여 관리함
● 관광품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해당업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모니터
링 실시로 관리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주 관광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함
● 제주 관광지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고 과도한 박물
관, 축제, 영세시설 등 경쟁력없는 관광상품에 대해 관리함

실천전략 3-3

ICT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섬 기반 강화

ICT를 활용한 스마트제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기반 조성
● 제주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감성과 경험을 극대화하고, 환경변화에 민감한 창조적인 ICT 스마트관광서비
스 창출하며, 디지털 컨시어지를 활용하여 웰니스 등 제주 관광의 예약, 결제 등 원스톱 서비스 마련함
● 스마트 관광을 위한 소셜기반의 수요 파악 및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FIT(Free or Foreign Independent
Tour)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보 전달의 효율성 제고 및 다국어 지원 등 관광안내서비스 고도화함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주도 전 지역 무료 와이파이(wi-fi) 개방을 통한 스마트 섬 관광을 지원하고, 비콘(Beacon) 서비스 도입
및 확대를 통한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이용편의를 제고함
●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심층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제
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다음카카오 등 제각각 운영되는 웹 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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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를 통해 증강현실 및 위치기반 중심의 관광 빅데이터 수집 및 관광
안내 정보를 제공함

제주 스마트관광 고도화를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
● 글로벌 ICT기반 관광산업생태계 강화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함께 제주 향토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스마트관광 섬 기반을 강화함

휴 양 ‧ 관 광

추진전략 4

실천전략 4-1

부 문

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체계 구축

제주형 관광 협치체계 구축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추진조직 구축
● 제주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중간지원 조직을 육성하여 지
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과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조직체로 구성함
● 추진조직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공유를 통한 제주관광의 목표와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매뉴얼 개발을 통해 조직운영을 지원함

지역밀착형 관광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관광인력양성을 위한 지역밀착형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의 기회
및 교육 성취도를 제고함
●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증으로 기획, 안내, 홍보·마케팅 형태의 학습과정을 개
발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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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4-2

지역커뮤니티 관광산업 참여역량 강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제주관광 모드락’ 구성
●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단위의 주민자치 조직 및 활동으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범위를 확대
하고 협의회의 안건 등 소통채널을 강화함
● 제주 마을관광자원 통합 DB구축 및 조사활동 실시로 지역 관광사업화를 위해 직접 지역관광자원을 발굴
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실시함
● 관광객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한 관광객과 도민의 공존도시가 되도록 관광객 준수사항 등을 제정,
안내·실천하도록 함
※ 방문관광지 소음자제, 낙서 안하기 등의 관광객 에티켓 캠페인 및 실천운동 전개 등

‘제주관광 모드락’ 리더 양성 및 경쟁력 강화
● 단계별 인큐베이팅 시스템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자생력을 제고하고 혁신리더 양성과 추진체계 확립 등
을 통한 지역관광 공동체 역량을 강화함
●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관광콘텐츠 창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유도함

실천전략 4-3

제주관광 맞춤형 창의인력 양성

산·관·학 연계를 통한 핵심인력 역량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관광전문인력 교육·훈련 체계 개편 및 확대로 우수 인력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함
● 실무자층 동기부여와 산학간 인턴십 등을 통한 교육지원으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창의인력 확대 방안
● 변화하는 관광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종, 이종 산업간 융복합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인력 육성체계를 발굴함
Ⅲ.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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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 및 ICT와 융합된 스마트 관광 활성화에 따라 관광객에게 실시간·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 관광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 및 창의적 인력을 도입함
● 지역관광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확대로 고용효과 및 지역활성화를 제고함

05 주요지표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 조성을 위해 4개의 추진전략, 12개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실천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1인당 관광 소비지출, 관광 만족도를 주요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함

● 1인당 관광 소비지출
·제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관광소비지출은 1인 평균 $1,783(2014년)의 수준임. 관광 어메니티 매력
도 제고, 융복합 관광전략을 통한 체제일수의 증가와 저가관광 상품의 퇴출 및 고급화로 외래관광객
소비지출 $3,000에 달하는 고급관광지로 육성함
● 관광 만족도
·제주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0.1%로 도출됨
·만족도 조사를 대상 및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문제점 발굴과 개선책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제주관광의
매력도를 높임
·제주관광의 이용 및 환대체계의 재정비 등 관광객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만
족도를 높여 감동있는 제주관광을 육성함
| 휴양·관광 부문의 주요지표 |
구분

현재

관광 소비지출($)

2,015

관광 만족도(%)

80

26)

단기(2015~2019)

중기(2020~2030)

초장기 2030년 이후

2,500

3,000

3,500

85

90

95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2014.「2014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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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문화·교육·복지 부문

제주는 우수한 자연과 문화적 여건 하에 있지만 도민이 제주문화의 주체로서 이를 체험, 향유하는 것과
자유롭고 활발한 창작활동여건이 부족하며, 외부자본의 유입과 자본논리로 인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이
훼손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사회는 도민이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통의 계승을 통한 제주 정체성 강화와 새로운 문화의 수용, 제주 공동체정신의 계승 그리고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제주문화 생태계의 청정한 흐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시대와 세대, 인종의
다름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타문화의 수용, 상생과 어울림을 통해 공존하는 공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 조성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제주자연에 문화의 가치를 더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키워간다
원칙 2 제주를 새로운 문화를 키우는 문화창조의 섬으로 만든다
원칙 3 제주도민이 체감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되도록 한다
원칙 4 제주인의 성장과 제주의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원칙 5 지역사회 중심의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정적 복지체계를 마련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 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문화로 행복한 제주 만들기, 제주 공감공동체 만들기, 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양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4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문화로 행복한
제주만들기를 통하여 제주의 정체성 제고에 따른 도민의 자부심을 향상하고 제주문화의 융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문화·교육·복지 제주 구현을 위한 기본 구상을 통해 확대될 제주의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가 제주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복지를 통해 사람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며, 형성된
문화적·인적자산을 통해 미래 제주의 번영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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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

기본방향
● 제주 도민이 문화로 인하여 행복한 문화예술의 섬 조성 도모
·제주 정체성을 살리고 미래가치로 연계하여 제주다움을 지속화함
·제주 문화생태계 기반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활동 및 도민 체감을 활성화함
·제주 만들기에 문화적 가치를 적용하여 제주도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킴
●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공동체정신에 입각한 공감 공동체 형성
·제주 공동체 정신을 계승·발전하여 미래 제주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함
·제주도 내 다양한 공동체의 상호 포용을 통해 공존 가능한 제주 공동체를 형성함
● 제주의 가치 창출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으로 제주 미래 인재 육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 및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을 갖춘 지
역 리더를 육성함
·제주도민의 일상적 학습의 생활화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창조적 학습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자본
을 형성함
● 사회복지대상자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
·사회보장기본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자별 복지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발굴
·보건, 복지에 집중되어 있는 협의체의 참여 범위가 보건, 복지, 교육, 문화, 고용, 주거 등 대폭 확대
됨에 따라 읍면동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방안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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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 및 지속화 필요
·제주 정체성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제주문화원형에 대한 자료 축적이 미흡하여 이를 미
래가치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
● 문화예술 창작, 매개 및 향유시스템의 미 활성화
·제주도 문화예술의 창작(생산), 매개(유통) 및 향유(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자생적으로 원활하게 작
동되도록 하는 문화생태계 기반이 미약함
● 문화예술의 섬에 부합되는 문화적 영향력의 한계
·제주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제주의 물리적 및 사회·경제적 부문에 문화예술의 가치 및 영향
력의 발휘가 미흡하여 문화예술의 섬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음
●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와 공존의 공동체의식 약화
·육지와의 교류 원활, 외부 유입인구의 증가,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오랜 제주 역사 가운데 형성되었
던 상부상조와 공존의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동지역 중심의 평생교육기관 배치의 편중에 따른 지역격차 발생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제주도민의 고른 성장을 위한 읍·면지역 등 제주 전지
역 차원의 일상적 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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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이슈
● 주요이슈 1: 제주 전통·지역자산의 계승·발전 및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 미흡
● 주요이슈 2: 도민의 공동체의식 약화
● 주요이슈 3: 미래인재를 위한 학습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필요
● 주요이슈 4: 사회복지 서비스체계 미흡 및 복지체감도 낮음
| 문화·교육·복지 부문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 |

핵심 가치
VISION

주요이슈
현안 문제

정책방향
발전과제

상호작용

추진전략
변화

청정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것의
자연스러운 수용을
통한 청정한

제주 전통·지역자산의 계승
·발전 및 문화향유를 위한 기
반 미흡

제주 문화정체성 및
문화 역량 강화
(제주의 정체성
관련사항 미흡)

제주문화
도민의 공동체 의식 약화

문화로 행복한 제주만들기

공동체 정신 함양

제주 공감공동체
만들기

(공동체 정신 약화)

공존
다름의 인정과
수용, 도우며 함께
살기,동등한 배분과
공동참여를 통해
공존하는 제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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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를 위한 학습
인프라 구축 및 지원필요

제주 미래인재 육성을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미흡 및
복지 체감도 낮음

맞춤형 복지구현

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위한 학습 환경 조성

(복지 체감도 낮음)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구현

04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 주요이슈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설정 |
주요이슈

추진전략

실천전략
1-1. 제주의 문화정체성 강화

제주 전통·지역자산의
계승·발전 및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 미흡

문화로 행복한
제주만들기

1-2. 제주의 문화생태계 강화

1-3. 제주문화의 영향력 확대

2-1. 제주 공동체정신의 계승
도민의 공동체의식 약화

제주 공감공동체
만들기

2-2.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제주 공감 공동체 형성

2-3. 평화의 섬 전략 확대를 통한 제주 평화공동체 구현

3-1.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미래인재를
위한 학습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필요

3-2. 제주인의 성장과 제주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
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양성
3-3. 배움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제주 공동체 실현

3-4. 대학교육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4-1.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회복지 서비스체계
미흡 및 복지체감도
낮음

4-2.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확충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
4-3. 모두가 누리는 생활안정 복지체계마련

4-4.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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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 교 육 ‧ 복 지

추진전략 1

실천전략 1-1

부 문

문화로 행복한 제주 만들기

제주의 문화정체성 강화

제주 전통문화의 미래 가치 도출 및 활용
● ‘제주문화 상징물 99선’ 등 기존의 제주 정체성 및 문화원형에 대한 자료 조사와 축적 및 연구를 통해 제
주 전통문화의 미래가치를 도출함
● 제주 전통문화의 미래가치가 현재 제주도민의 삶에 반영되어 제주의 정체성 유지가 지속화될 수 있도록
의식주 문화, 문화예술, 여가생활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함

제주 도시공간의 역사성 부각
● 제주도내 시대별 지표유적의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제주시 및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과 대정읍 등
제주도 읍면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역사문화 유적이 도시개발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옛 도시구조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함
● 일제강점기 및 근대화과정에서 멸실된 제주 전통문화유적의 복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희소가
치가 있는 탐라국시대의 유적의 경우 복원과 활용을 통해 제주도의 오랜 역사성을 강조하도록 함

제주어 진흥
● 소멸위기에 있는 제주어의 회생을 위해 제주어 사용률이 낮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제주어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교사직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 제주어 상용화의 촉진을 위해 제주어가 일상생활 속에서 들리고, 보이며, 사용될 수 있도록 친숙한 제주
어의 사용 촉진, 제주어 방송 확대, 제주어 간판 및 광고물 등을 도모함
● 제주어 회생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제주어 활용정책 및 방안을 총괄하는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며
필요시 별도의 전문기구의 설립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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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디자인의 발굴 및 확대
● 제주 자연과 사람, 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제주다움을 나타내는 ‘제주디자인’의 발굴을 통해 공예품
및 상품, 기념품 등을 비롯하여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 등을 이르기 까지 확대하여 적용함
● 장기적으로 제주디자인 전문기구를 통해 연구와 교육, 사업 등을 총괄이 이루어지도록 함

제주형 문화산업기반 구축 및 특화
● 제주의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산업 전략을 ‘작지만 강하고 창조적인 문화산업’으로 설정하고 문화
산업의 기획, 제작과 휴식이 병행되는 제주만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산업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함
● 제주형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화방향은 첫째,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산업, 둘째, 창작과 실험이 요구
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이 필요한 문화산업, 그리고 셋째, 국내 대표적 관광지로서 연관사업을 통한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산업으로 설정함
● 다양한 제주형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활용을 통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역주민과 학교 및 연구소,
기업, 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연계와 통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도모함

실천전략 1-2

제주의 문화생태계 강화

제주 문화예술 창작의 활성화
● 제주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관련 고등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대학에
제주에 부족한 전공과정 개설, 국내 유수의 문화예술대학 유치 및 양성된 전문인력의 제주 정착화 방안
등을 도모함
● 제주 도민의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인성변화 및 창작역량 발굴 등을 위해 제주 도민대상의 학
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 문화예술 창작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
며 민간부문에서의 기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등의 확대를 지원하여 향후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함
● 창작재원의 활용은 문화예술 창작자의 전문성(전문예술인, 동호회), 연령대(고령자, 청년)등에 따라 원칙
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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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발표공간의 확대를 위해 기존에 도모되는 특화가로 조성 및 공·폐가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
간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민주도하에 시행되도록 하여 공간적 특성 및 지역정체성의 유지, 예술
가와의 연계성 등이 자발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제주 문화예술 매개의 활성화
●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과정에서 문화예술인과 문화향유자(도민 뿐 아니라 국내외 문화소비자)를 연결
시켜 창작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문화매개자(문화예술의 기획과 관리, 운영의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예
술기획자, 큐레이터, 문화행정가 등)의 역할을 강화함
● 문화예술의 유통 및 배급은 첫째, 문화예술의 소비자인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공간적, 심리적 접
근성을 높이는 방안, 둘째,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형성 및 확대, 그리고 셋째, 국내외 시장으
로의 진출 등을 통해 도모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예술인 협동조합과 같은 자생적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간적, 재정적 지원을 도모함

제주 문화예술 향유의 활성화
● 지역의 생활문화진흥방안으로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의 제공, 재정지원
등을 확대하도록 함
● 생활문화의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생활문화기획자를 발굴하
고 육성하며 이들을 연결한 매개 플랫폼을 구성함
● 지역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에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고 전문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이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제주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실천전략 1-3

제주문화의 영향력 확대

제주에서 시행되는 정책과 사업에 문화적 관점의 접목
●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과 정책, 사업에 문화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각종 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관련 방향이 담겨지도록 하며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
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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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범 시행 단계에 있는 문화영향평가를 제주도에 적용하여 주요 계획과 정책을 검토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제주도민의 문화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확대
적용하도록 함

제주 문화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의 구축
● 제주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행정과 민간(문화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에서부터 중간
지원조직, 문화인 등)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며 대형 문화사업 뿐 아니라 지역문화축제, 문화동호인 활동
등에 적용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한 자생적 기반형성을 도모함
● 문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문화향유자이며 소비자인 제주도민을 문화정책 구축과 운영의 대상자로 설정
하고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제주도민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제주문화의 역량을 강화하
도록 함

제주 문화예술의 세계화 도모
● 제주문화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제주 문화예술의 해외 전시와 공연이 확대되도록 하며 해외의 문화예
술 전시와 공연이 제주도에서 행해지며, 세계적인 작가들이 제주도를 창작기지로 활용하는 공간제공 프
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교류의 테마와 프로그램 등을 도모함
● 이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적 교류와
공존의 방안을 확대하도록 함
● 원활한 국제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제주도차원에서 뿐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시를 비롯하여 국
가와 민간차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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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2

실천전략 2-1

부 문

제주 공감공동체 만들기

제주 공동체정신의 계승

제주 고유 공동체정신의 교육과 실행
● 공동체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도적 방안보다는 자발적 계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학교 및 평생
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기존의 제주인문학 강좌의 확대, 독서캠프의 확대, 마을소식지 발간 등을 통
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함
● 제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선도적인 실천 및 계몽활동을 통해 제
주 공동체정신 계승 및 지속화가 도모되도록 함

제주공동체 문화의 계승 및 실행
● 제주 공동체문화가 제주도민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교육, 통과의례와 세시풍속의 절기별 문화이벤트 등의 홍보 및 체험 등을 학교 및 다양한 공동체
(계, 동창회, 동호회 등) 행사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공동체 정신을 개인차원에서 계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문화계승을 위한
활동을 시행 및 주관하고 주민과의 중재를 도모하는 기능이 마련되도록 함

실천전략 2-2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제주 공감공동체 형성

행복한 공존을 위한 기본 여건 마련
● 제주도에서의 거주기간, 성별, 세대별, 국적별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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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제주 정착주민의 경력과 경험이 제주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및 일
자리 프로그램을 구성함

제주 공감공동체의 형성
● 제주에서의 삶에서 공통으로 중요시되는 사항인 경제, 여가생활, 자녀교육 등의 공동목적을 실현하는데
상호 역량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공감 공동체의 구축을 도모함
● 제주정착주민, 다문화인이 제주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며, 세대간 공감형성을 위한 기능적 보완방안을 통
해 상호 필요한 존재로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함

제주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 제주공동체의 특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조사’를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공통지표 외에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지표개발을 주민참여방식을 통해 개발하도록 함
● 행복지표에 따른 지역공동체 역량의 조사를 통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의 수립을 도모함

실천전략 2-3

평화의 섬 전략 확대를 통한 제주 평화공동체 구현

세계평화의 섬이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에 대한 의미 확립
● 2005년 1월 중앙정부는 제주의 삼무정신, 제주 4·3의 역사, 정상회담 개최사례, 국제자유도시체제 등의
배경으로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고, 여기에서 지향하는 평화의
개념은 적극적 평화27)를 의미한다고 선언하였음
● 제주특별법 제235조에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계평
화의 섬을 지정함’을 근거로 국가차원의 소극적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인간(도민)의 삶과 문화 전반
을 고려한 적극적 의미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27) 평화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관점에서 보는 것임. 소극적 입장에서의 평화란 전쟁
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전쟁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소극적 생각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평화에 적극적 의미를 부
여하자는 주장이 있음.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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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보편성과 한반도의 특수성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 평화의 의미를 확립하고 이를 지향점으로
설정하여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실현하는 것은 제주의 시대정신임

제주도에서 실현가능한 일상적 평화의 실천과 확대
● 지난 11년 동안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임을 천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지만, 제주지역사회
에서는 사회양극화, 갈등 문제로 평화의 기본전제인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제주도민의 희생과 극복, 평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제주 4·3이 세계평화의 섬 지정의 주된 배
경임을 퇴색시키는 것이며 도민사회와 일상 속에서 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 제주도 차원에서 영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상적 평화의 실천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평화의 의미를 세계를 넘어 인간-자연 차원까지 확대할 수 있음28)
· 인간 차원(복지평화) :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복지예산을 증가하여 사회복지 비중을 확
대하는 등 제주의 복지평화를 위하여 도민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며 새로운 복지평화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연 차원(생태평화) : 제주의 자산인 생태환경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에 대한 관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생태평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평화의 섬과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확대
● 관광산업은 국가간 혹은 지역간의 무역마찰 혹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의 유일한 산업영역이라는 점
에서 관광을 매개로 한 국제평화협력의 중요성과 성공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관광은 상호간의 교류가 전제되는 산업영역으로 각국의 개별적인 관광발전 방안 못지 않게, 지역간 관광
산업의 연계 및 공동 마케팅 전략 등과 같은 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 문화·관광 교류 차원의 ‘제주 평화의 섬’ 모형은 제주의 전통적인 ‘삼무정신’과 연관된 역사적 유물
과 문화적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차원임
· 관광객으로 하여금 제주 관광을 통하여 평화정신을 고취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
를 얻을 수 있는 힐링제주와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8) 양길현. 2015.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적극적 평화 실천사업: 평가와 제언」

176▪ 제주미래비전

●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대외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평화관련 국제회의를 신설·개최하거나 관련 국제회의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동북아 평화회의 및 안보관련 회의를 제주지역에 유치함으
로써 제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문화 및 관광을 매개로 한 국제협력교류의 확대와 국제평화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와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를 연결한 제주형 평화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 제주포럼의 위상강화 및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확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
계지질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평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함

세계시민으로서의 평화교육 일상화
● ‘제주 세계 평화의 섬’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들 사이에 평화의식의 정착 및 내면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및 사회 차원에서 도민들의 평화의식 내면화를 위한 평화교육이 선결되어야 함
· 세계의 다양한 평화도시(일본의 히로시마와 오키나와시, 독일의 오스나부뤽시, 스위스의 제네바 등)
들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제주 4·3, 삼무정신 및
수눌음정신 등의 제주 역사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화교육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교육은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영역, 즉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교육, 전쟁과 평화 및 제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 그리고 환경교육(생태교육)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및 활용을 위한 의사소통의 기술, 사고의 전개 과정
및 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한 교육
·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때 인간의 질적인 행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제주특별자
치도의 미래를 위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초점
을 두는 교육
· 지역의 대학 등과 연계하여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도민들의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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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3

실천전략 3-1

부 문

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양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
● 풍부한 자료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내 수준과 적성에 맞고 자기주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함
● 교육청과 협력하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함

다양한 공동체와의 교류 학습 확대로 타 문화 간 교류 역량 강화
●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국제 문화 이해교육으로 제주를 이끌 미래 세계시민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함
● 국내외 자매도시 등과의 학생간 교류, 청소년 단체간 교류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제주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 개발을 지원함
● 맞춤형 문화 교류와 체험학습 교육·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제주도 전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제주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학습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제주 청소년의 꿈과 적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설계와 로드맵을 구성하는 생애설계
를 위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역량 갖추기를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습인프라를 구축함
● 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경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 배치 전망을 토대로 지역·산업별 인력 부족, 과
잉 공급을 진단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함
●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체제 확산을 지원하고 인문사회 등 비이공계 분야까지 산학
협력 마인드를 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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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한 고등교육과정의 융복합 교육 확산과 기초교양교육 활성화로 통섭형 인재를 양성함
● 지역사회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허브(Hub)가 되도록 행·재정 지원 확대 및 지역 연계를 강화함

종합 체험학습 환경 설립 지원을 통한 아동·청소년 교육기반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체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함
● 초·중·고 맞춤형 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체험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교육 활동과 연
계함으로써 학습기회 확충을 도모하고 환경, 안전, 문화, 외국어, 직업 체험 등을 통하여 선도적 앞서나
가는 인재를 육성함
● 다양한 체험학습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하여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체제를 마련하여 학
생들의 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함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람, 환경, 문화 테마 중심의 교육 콘텐츠 발굴
● 제주 환경보존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과정 연계 및 협력체계를 마련함
● 제주지역 곶자왈(숲)과 바다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 기회를 제공함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촉진·활성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원활동가 양성·활용을 통
한 환경교육을 체계화함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국가, 언어, 종교, 소득수준 등에 장벽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함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국적, 종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입학이 불허되지 않도록 차별되지 않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학생들이 국적과 문화적 차별 없이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면서 문화융합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함
●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특정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맞춤형 국제학교를 유치함
● 모든 외국인 자녀가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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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도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대안적 교육여건을 마련함

실천전략 3-2

제주인의 성장과 제주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

제주도민의 학습 참여 기회 확대로 일상적 학습문화 정착
● 시간·공간 제약없고, 생활여건과 지역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
● 지역발전과 지역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지역교육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통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성장시킴
● 생애단계별 인생설계를 돕는 학습 및 진로컨설팅, 상시 학습 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함

지역 개발과 환경 보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교육홍보 강화
● 제주 자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안지킴이의 활용은 물론 연안 주변의 지역주민들과 제주
의 경우에는 관광객들의 자발적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임
● 해양쓰레기 관련 환경 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생태보전 및 관리 홍보자료 배포
·제주국제공항 안내데스크, 제주월컴센터 등 관광정보센터에서도 제주 생태 환경 관리와 관련된 자료
를 비치하고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홍보함
·지역주민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주민 모임 등을 이용하여 생태 환경 관리계획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보전 의식을 심어주고 다양한 생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생애주기별 안전 및 생명존중교육 등을 강화
●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자전거운행 안전교육을 시행함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 및 제주환상(環狀) 자전거길29) 개통에 따른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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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운행 안전교육을 시행함
● 입체적인 교통안전 모빌리티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함
● 민관협력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구축을 활성화함
·민간단체 및 기업과 제주도가 협력하여 다양하고 검증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체험교육장소(어린이 교통공원 등)의 시설확장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어린이 보육기관과 연계한 체험
학습의 장을 제공함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등하교시간에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에 배치돼 등하교하
는 초등학생을 안전하게 인솔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제도를 시행30)
● 이혼, 청소년 가출과 비행, 노인 자살 증가 추세 속에서 생애주기별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함
·청소년 및 미혼 청년 대상 성교육, 혼인 준비 교육을 강화함
·기혼 부부 대상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교육 기회를 확대함
·노인 대상 가족관계 교육을 실시함

실천전략 3-3

배움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제주 공동체 실현

교육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사회통합 도모
● 해마다 증가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없는 학습기회 제공으로 제주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의 계속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마련함
●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
공하는 성인 한글교육 집중지원을 통한 문해교육을 활성화함
●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등 교육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자활 역량강화를
지원함

29)	제주환상 자전거길은 교통량이 적은 해안도로를 활용하여 제주도를 한 바퀴 일주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었고, 총 연장은 234km임
30)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 교육과학부, 시만 단체 간의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협약에 의해 2010년에 국내에 시범도입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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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평생학습 확산 및 내실화로 제주도민의 고른 성장 지원 체계 마련
●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읍·면단위 마을 유관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행복학습센터 설치·운영하여 활성화함
● 읍면단위 마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
●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마을 리더 및 활동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함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 경력단절 여성의 계속 성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습을 지원함
●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생애 재설계 서비스 제공 및 생애 전환기 준비교육을 제공함
● 노년세대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다양한 학습 서비스
를 지원함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제주 공동체 형성
● 급증하는 귀농귀촌 이주정착민과 외국인 등 다양한 공동체를 포용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를 형성함
●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함
※ 학교 단위 원어민교사 활용의 효율화, 도민 중국어교육사업,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국제 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 존중과 타 문화간 교류 역량을 강화함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체계 마련
● 초중고 학교에서의 정규교육과정외의 방과후학교, 지역사회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학부모 교육
등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학교평생교육을 활성화함
●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수요에 맞춘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평생교육 단과대학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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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영역별·대상별 평생교육 기관 실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민간-공공의 파트너십을 강화함
● 민·관·산·학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함
● 네트워크 간, 네크워크 단위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연계 협력 사업 추진으로 산재한 평생교육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함

지역주민의 인문역량·시민참여 역량 강화
● 100세 시대, 100년의 학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지원함
● 지역주민의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함
●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으로 자발적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지역학습 활성화 및 지역 학습공동
체의 확산을 지원함

제주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조정 기구 운영
● 교육정책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학교 안팎의 개인별, 집단 및 조직, 기관 단위의 교육 정책과 지원 사
항 조정을 강화함
● 도청 및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 실행과정의 통합적으로 접근함
●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광역단위 평생교육 진흥 전담 실행 기구인 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

실천전략 3-4

대학교육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성인친화형 개방형 고등교육 체제 유인
● 대학이 성인을 입학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성인계속 교육 및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여,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 폐쇄적 교육체제’에서 ‘성인 친화형 개방적 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유
인이 필요함
● 성인 대상 대학 교육에서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방법을 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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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과 사회적 경제 창출의 대학 재구조화 추진
● 학생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제주미래비전인 ‘공존’의 가치에 맞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
를 구현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고려한 미래 인재 육성
● 지역사회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허브(Hub)가 되도록 행·재정 지원 확대 및 지역 연계를 강화함
●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고용부)을 토대로 지역·산업별 인력 부족, 과잉 공급을 진단(양적 미스매치)하고, 고
등학교·전문대학·대학 인력공급방안을 마련함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 전문학교 추진
● 제주의 미래산업환경에 맞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및 장학금 지원 확대로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함
●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신탁기금(Education Trust Fund) 등
제주차원의 조성 방안을 마련함

융복합 교육 확산과 기초교양교육 활성화로 통섭형 인재 양성
●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과정의 융복합형 교육 확산과 기초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
설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
● 학생들의 인문소양 함양을 위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편 추진 및
타 대학 확산지원 방안을 마련함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체제 확산지원
● “공과대학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인문사회 등 비이공계 분야까지 산학협력 마인드를 확산함
● 교원인사제도, 산학협력단 등을 산학협력친화형으로 혁신하고,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현장실습·캡스
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활성화방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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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4

실천전략 4-1

문 화 ‧ 교 육 ‧ 복 지

부 문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돌봄과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 젊은 부모들의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진입 가능성으로 이들을 유인하
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함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다양한 형태로 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하여 마련함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들의 안정적인 사회참여 유도가 가능함
●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전과정을 센터의 조산사가 관리하며, 출산후에는 베이비 마사지, 베이비 요가 등의
클래스 운영하여 유아와 모의 조기회복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 및 가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원함

맞춤형 부모(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 청·장년 여성, 이주여성, 농·어촌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함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력관리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함
● 투자기업 수요에 맞춘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함
● 아동들의 교육과정에 부모들이 참여토록 하여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부모포럼 등을 제공하
여 직장과 양육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함
·부모(여성)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때에 탁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함
·구직 중인 사람들이나 아동양육 문제로 취업을 중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취업을 지원(기술훈련과 외국어 교육 등과 연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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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가족이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
●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취업부모의 필요에 맞추어 주거단지 인근, 업무 밀집지역 인근에 설치함으로써 아
동과 부모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시계획에 보육서비스를 포
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임산부·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

실천전략 4-2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확충

쾌적하고 건강한 노인/장애인 맞춤형 주택 공급
● 고령자용 코하우징 단지를 조성하여 1인가구, 특히 노년층의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코하우징(CoHousing)단지를 조성함
● 우선 고령자비율이 높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폐가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코하우징
(Co-Housing)을 조성함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추진
●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정책은 개조비용 저리융자 이외에 개조보조금 지급, 개조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개조비용마련 방법 제공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시니어 건강마을 조성(도심형/전원형)
● 시니어 건강마을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의료 및 식사서비스 등을 받으며 공동생활을 하는 복지시
설형31)과 건강한 장년층이 취미와 여가활동 등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코하우징(CoHousing) 형 등 다양한 구성과 형태로 도모함

31)	노인복지법 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86▪ 제주미래비전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마련
●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 및 경영과 관련한 인큐베이터 운영’을 통해 자영업 안정성 유지와 성공
적인 창업지원 및 지속적 컨설팅 시행방안을 마련함
● 창업하는 예비노인의 경영 위기관리를 지원하며 기존의 노인취업자가 직업전환을 할 경우 취업지원시
스템을 통해 맞춤형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후생활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
문에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후소득보장을 연계하여 지원체계의 구축을 마련함
● 노인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사회적기업을 육성함
● 직업 및 자활 교육을 실시하고,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등을 통해 실제 창업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

문화복지 체계 속에서 노인여가문화 정책 구현
● 노인들이 여가문화활동에 새로이 진입하도록 도와주고,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여가문화활동 또한 지속되
도록 동호회 활동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를 개최함
● 노인들의 예술, 문화, 스포츠 등 여가문화 활동과 관련된 재능 우수자를 발굴함
● 지역 내 학교의 창의교육이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에 이들 노인들을 활용함

실천전략 4-3

모두가 누리는 생활안정 복지체계 마련

제주 생활권별 문화복지누리공간 조성
●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증설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을 꼽고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유사한 소규모 문화복지누리공간을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별로 두어 소
외지역 주민들도 일정수준의 문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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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누리공간 조성을 통한 세대통합형 교류공간 확대
● 문화복지누리공간의 컨셉은 아이와 주부, 어르신이 함께 와서, 아이는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주
부는 체육시설을 누리고, 어르신은 문화활동을 누리는 등 다양한 계층이 한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마련함
● 세대별로 여가활동을 즐길 뿐 아니라, 교류공간도 마련하여 계층을 아우르는 공간의 역할도 수행함

효율적 복지서비스 공급과 관리를 위한 복지지원 조정시스템 구축
● 복지 수혜대상 지역 및 대상자에 관한 체계적 정보제공 및 효율적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함
●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실천전략 4-4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

공공기관을 활용한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전달체계 강화
● 읍·면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낮거나 과소화마을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전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에
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강화함
● 면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U-medical 시스템32)을 도입함
·다양한 원격지원방식으로 EMR(전자진료기록)·EHR(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24
시간 환자감시·모니터링센터를 구축하여 의료사각지대의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함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주민건강센터 운영
● 주민건강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지역생활권의 중심지 권역으로 공급을 확대함

32)	의료인이 진단 및 예방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개인의료정보 및 생체정보를 측정·수집하고 의료기관에 전송·저
장하여 의사가 진단가능하게 도와주는 일련의 모든 장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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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비만관리, 흡연 및 음주관
리, 유아 및 가정단위의 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용

의료기관의 국내외적 역량 강화
●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구현함
·Health Touirsm(관광이 중심이고 휴양·건강의료 서비스가 부차적인 의료관광 형태)을 기본단계로
하여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기존의 주변상권 및 인프라를 연계한 웰니스, 메디컬, 리조트형이 통합된 의료관광을 추진함
● 외국인의 불만족을 최소화하고, 차별적 대우가 없는 의료 환경을 구현함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과 의료시스템, 편의시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국적
이나 문화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불만족을 표현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언어장벽이 가장 큰 불만이나, 단순히 의사와의 의사소통 문제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환경 전반에
대한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외국인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친화적 병원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함
·통역이나 제3자 도움 없이도 혼자 병원이용이 가능토록 다국어로 작성된 병원 이용 안내 자료를 제공
하고, 병원 내 외국어 표지판을 설치함
● 편리한 통행 통역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병원 이용시 의사소통 불편이 없도록 현장 출동형 통역서비스를 마련함
·제주도 외국인 지원센터(가칭) 등 통역 인력과 함께 먼저 지역에 정착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능숙한
외국인 동포를 적극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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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요지표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조성을 위해 4개의 추진전략, 14개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실천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문화 분야 4개 지표(전국지표와 자체지표로 구성), 공동체 분야 2개
지표, 교육 분야 2개, 복지 분야 2개 지표를 설정함

● 문화부문 지표
·제주 도민으로서의 자부심
- 제주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제주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제주의 문화정체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설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에서 ‘자부심을 느낀다’의 비율은
2014년 현재 10점 만점에 6.46점으로 다소 만족의 수준임. 이는 서울시(2014 서울 서베이)에서의
70.6점(100점 만점)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며 지속적 향상을 목표로 단기에 6.5점, 중기에
7.0점, 초장기에 7.5점으로 목표를 설정함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 제주의 문화예술인이 제주지역에서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별도 조사
가 필요하나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한 바 있는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시행함
- ‘제주도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제주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제주문화예술재단, 2015. 8)’결과(5
점 만점에 2.74점)를 감안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단기에 5.5점, 중기에 6.0점, 초장기에 6.5점을
목표로 설정함
·문화환경 만족도
- 제주도민의 제주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2014년 현재 5점 만점 기준으로 2.91점(10점 만점 기준 5.82점)의 보통수준이며 서울시 문화환경만
족도 5.91점(10점 만점 기준, 2014 서울서베이)과 비교할 때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향후 만족도 제고
를 목표로 단기에는 6.0점, 중기에는 6.5점, 초장기에 7.0점을 목표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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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문화예술활동 비율
- 제주도내 문화예술(시각예술, 공연예술분야 등)이 제주도외 지역(국내외)에서 활동한 건수를 제주도
내 전체 문화예술활동과 대비함으로써 제주도의 문화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임
- 2014년 문화예술연감 자료에 따르면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분야에서 각각 16%, 7.3%를 차지하나 여
타 분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기에 10]%, 중기에 12%, 초장기에 15%를 목표로 설정함
● 공동체분야 지표
·자원봉사활동 경험률
- 어떤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자원봉사가 제주 공동체정신을 대표하는 ‘수눌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원봉사활동 경험률로 파악하도록 함
-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에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문항이 활동내용별로 되어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를 추가하도록 하며 서울의 경우(2014 서울서베이) 13.4%임을 감안하여 단
기에는 5%, 중기에 10%, 초장기에 15%로 설정함
·사회단체 참여 여부 비율
-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항목 중 ‘사회단
체 참여 여부33)비율’을 적용함
- 2014년 현재 사회단체 참여율이 28.4%이나 서울의 경우(2014 서울서베이) 78.3%임을 감안하여 단
기에 40%, 중기에는 50%, 초장기에 60%를 목표로 설정함
● 평생교육 경험률
·평생교육 경험률은 성인을 포함한 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수강한 경험을 나타내는 비율로 2013년 35%인 것을 2030년 이후 70%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공형 어린이집(개)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 61.5%, 전국 1위인 제주도에 공공형 어린이집 보급을 통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3) 사회단체 활동은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종교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연구회), 시민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학술단체,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정치단체 등을 포함(제주특별자치도.「2014. 2014 제주사회조
사 및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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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기업(개)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민간기업의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확대를 위한 제주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직장교육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함
● 걷기실천률
·건강행태부문에서 걷기실천률이 31.5%로 전국평균 50.5%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걷기실천률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함

| 문화·교육·복지부문의 주요지표 |

지표

현재

단기
(2015~2019)

중기
(2020~2030)

초장기
(2030년 이후)

제주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점)

6.46

6.5

7.0

7.5

문화예술활동 만족도(문화예술인)(점)

-

5.5

6.0

6.5

문화환경만족도(제주도민)(점)

5.82

6.0

6.5

7.0

대외 문화예술 활동비율(%)

-

10

12

15

자원봉사활동 경험률(%)

-

5

10

15

사회단체 참여 여부비율(%)

28.4

40

50

60

평생교육 경험률(%)

35

50

60

70

공공형 어린이집(개)

99

115

120

130

가족친화 인증기업(개)

10

15

20

30

걷기실천률(%)

31.5

37.0

42.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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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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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 -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6대 부문별 정책의 실행력 담보방안

01 6대 부문별 정책의 종합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제시된 6대 부문의 추진전략은 31개, 실
천전략은 총 103개임
● 생태·자연·청정 부문의 목표는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이며 추진전략은 7개를 제
시함
•①
 환경자원 총량 보전, ②중산간의 체계적 관리·이용방안, ③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④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는 청정 사회체계 기반 마련, ⑤지하수 가치증대 및 수자원 이용·관리 강화, ⑥
지속가능한 청정농업 기반 마련, ⑦청정 에너지 공급확대 및 소비수요 관리 고도화
● 편리·안전·안심 부문의 목표는‘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이며 추진전략은 5개를 제시함
• ①녹색·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로 전면개편, ②사람중심의 친환경·저에너지 신 교통체계 마련, ③사
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인프라 개선, ④건강하고 편리한 수준 높은 도시기반 조성, ⑤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우선되는 안심환경 조성
● 성장관리 부문의 목표는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이며 추진전략은 6개를 제시함
• ①미래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 ②성장유지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 ③보전과 이용이 조화
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④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 ⑤제주경관 가치 창출 방안 마련, ⑥제주형 공
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 상생·창조 부문의 목표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이며 추진전략은 5개를 제시함
• ①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 ②1차산업의 성장견인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③지역 주도의 투자
유치체계 확립, ④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⑤제주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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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관광 부문의 목표는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공동체 제주’이며 추진전략은 4개를 제시함
• ①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매력도 제고, ②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 관광산업 집중 육성, ③글로
벌트렌드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체질 개선, ④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체계 구축
● 문화·교육·복지 부문의 목표는‘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이며 추진전략은 4개를 제시함
• ①문화로 행복한 제주만들기, ②제주공감공동체 만들기, ③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양성, ④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
● 실천전략은 생태·자연·청정 부문 28개, 편리·안전 안심 부문 16개, 성장관리 부문 14개, 상생·창조 부문 19
개, 휴양·관광 부문 12개, 문화·교육·복지 부문 14개임
| 6대 부문별 정책의 종합 |

•문화·교육·복지 부문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

•휴양·관광 부문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

•생태·자연·청정 부문

추진전략 4
실천전략 14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편리·안전·안심 부문

추진전략 4
실천전략 12

•상생·창조 부문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

추진전략 7
실천전략 28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 제주

청정과 공존의
제주
추진전략 5
실천전략 19

•성장관리 부문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

추진전략 5
실천전략 16

추진전략 6
실천전략 14

02 6대 부문별 정책의 실행력 담보 방안
(1) 기본방향
비전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방향의 보완·개편사항 제시
●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6대 부문별 31개 추진전략에 담긴 주요 방향이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
록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보완 및 개편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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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계획·조례·제도 등에 제시된 기존 정책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②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③새
로운 정책방향을 도입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함
| 기존 정책 보완 및 개편방향 |

6대 부문별 주요 원칙 및
31개 추진전략의 주요 방향 등

기존 정책현황
(계획, 조례, 제도 등)

1. 기존 정책방향 유지
2.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일부 보완
3. 별도의 새로운 정책방향 도입

실천전략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안 제시
●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103개 실천전략별 추진방안별로 ①법률 개정, ②조례 제·개정, ③계획 변경 및
수립, ④조직 운영의 틀에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존 정책 보완 및 개편방향 |

103개 실천전략별 주요내용

실행력 담보방안

법률개정

조례 제·개정

-제주특별법상 세부항목 조정 및 보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신규 정책추진 근거조항 마련
-제주특별법 목적 등에 미래비전의 원칙 및 우선가치 반영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조례상 기준, 항목추가 등 부분적 보완
-특정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한 기능 강화 및 위상 확립
-신규 조례 신설 등

계획 변경
및 수립

-기 수립된 계획내용을 조정하거나 신규 계획 수립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 조정
-연구용역 추진(각종 기준과 관련된 사항 및 기본구상 등)

조직 운영

-운영 중인 제도, 지원기준, 사업, 인력 및 조직구성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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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청정 부문
(1) 기존계획의 보완방향
곶자왈에 대한 관리방식은 별도의 보호구역으로 온전히 보전되도록 조정
● 현재 곶자왈은 관리보전지역의 틀 속에서 지하수보전등급, 생태계보전등급, 경관보전등급의 3개 등급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기준을 보완하여 보
전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기준을 보완하여 보전영역을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곶자왈을 하나의 독립된 보전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함

중산간은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보완
● 중산간의 경우, 해발고도 400m 이상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을 통해 30,000㎡이상 개발
사업의 추진을 차단하고 있으나,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 400m 이하에서는 아직도 산발적인 소규모 난
개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제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택신설과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세부 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함

해안변 관리는 현 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해안변 전체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
● 해안변 관리는 미래비전 수립과정에서 의견교환 과정 등을 통해 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비전의 방향을
반영한 틀과 조치를 한 부분으로, 비전의 방향이 이미 상당수 반영되어 향후 큰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도의 해안가 공유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공유수면 등 해안가 관리계획(2015.11)의 틀을 유지하되, 특
정 해안변에 한정하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도내 해안변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확대하여 추진함
※ 미래비전 수립과정에서 해안가 공유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공유수면 등 해안가 관리계획(2015.11)이 수립되었으
며,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이용, 보전, 관리해안의 틀과 정합성을 확보된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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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도민사회에서 이슈화 된 해안변 사유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속적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함

오염총량관리 관련 사업에 대한 통합적 확대 추진
● 환경부문 정책의 주요계획 중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환경자원 총량보전, 환경부하 최소화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일부 사업들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 등을 조정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공해 없는 청정아일랜드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환경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
부내용이 대기, 지하수, 하천, 토양 등 환경질에 대한 개별적 모니터링과 연안오염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공해없는 청정아일랜드 세부사업으로 환경질 모니터링 사업, 연안오염총량관리사업, 하수도보급률 확대사업,
악취저감시스템 보급사업의 4개 사업이 제시됨

● 환경부의 통합적 환경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환경부하 통합관리
기반 구축사업의 형태로 확대하여 추진함

생활쓰레기 부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시설 구축에 일부 보완
● 생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계획」(2012.11),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종
합대책」(2015.5) 등 도정에서 직매립 최소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직매립 최소화
목표에서 이미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이 반영되어 있어 큰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그간 정책추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지원을 읍·면 가정 단위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차원에서 도시화 지역, 아파트, 공동체 단위 등으
로 확대하여 자발적 감량노력을 지원함
● 이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의 경우, 1차 소각을 거친 후 매립하는 형태, 에너지 생산과 연계한 형태 등 자원
순환개념이 반영된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이는 유지하되,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부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식이 반영되도록 보완함

지하수 및 상·하수 인프라 공공관리 강화
● 공공에서 지하수의 인프라 적정 관리를 통한 청정 지하수 가치를 강화함
•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를 통해 제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함
• 제주 지하수의 고품질 이미지를 지속하기 위한 지하수 오염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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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고품질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수질관리체계 확립
● 지하수 수질 관리체계를 강화함
• 개인하수처리 시설 등 지하수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품질 제주 지하수의 청정 이미지
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현행 수량관리 위주의 지하수관리체계를 수량·수질관리 체계로 전환함
● 지하수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이용을 관리함
• 지하수 주함양지역 허가 제한으로 사설 지하수 개발 근원적 차단 및 지하수 함양량을 증대시킴
• 중산간 이상 고지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지하수오염원 발생 차단으로 고품질 제주지하
수 이미지를 향상시킴

농지의 양적보전과 함께 질적 보전방안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기반을 마련
● 자경의무기간을 부여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농지전용 행위를 차단하는 양적 농지기능 강화방안에 더
불어, 농지전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변 농지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질적 농지기능 강화방안을
병행함
※ 농지전용에 따른 농로 파괴, 우천시 배수 집중으로 인한 인접 경작지 피해 등에 대해 대책수립 뿐 아니라 지속
적 모니터링 및 점검 절차를 강화함

●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토대로 Made in Jeju 농산품이 곧 친환경 농산품(안전 먹거리)이 될 수 있도록 제
주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성공사례를 통한 친환경농업 동기부여, 시행착
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공유 등의 부분을 강화함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고려한 안정성 확보
● 현행 에너지 공급량의 확대 정책 뿐만아니라 공급수요 축소를 강조한 자립방안을 병행함
• 에너지 수요에 대응한 공급확대 전략만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에너지 자립이 곤란함
• 따라서 분산형 전력생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등에 새롭게 초점을 둔 에너
지 정책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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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로의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함
• 현재 추진 중인 LNG인수기지 및 LNG발전소 건설에 대한 계획을 도민과 공유하여 에너지산업의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며 LNG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소규모LPG탱
크 설치 지원사업과 동시에 청정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마을단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함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확산으로 글로벌 선도도시 육성
● 스마트그리드 확산 및 연관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를 글로벌 선도도시로 육성함
•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풍력 등 융합산업 육성으로 에너지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으로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국 최초로 도 전역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보급함
•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및 전문 인력양성센터 설립으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글로벌
기업·연구기관 유치, 국산화 풍력부품·시스템 실증연구단지를 유치함

전기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
●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특구 지정 여건을 조성함
• 2030년까지 운행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전국 최초 전기차 민간보급 및 최고수준의 충전인프라 통합구축 추진 등 제주를 전기차 산업의 메카
로 조성, 국내외 행사 개최 및 관련 법제도 제정 추진과 이용자 편의를 제공함
• 관용·민간보급 중심에서 전기버스·택시·렌터카 등으로 보급 다양화와 함께 국정과제 연계 프로젝트
추진, 전기차 특구지정 추진으로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기반 마련 및 민간협력 프
로그램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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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정책의 보완 또는 개편방향 |
분야

기존방향

보완 또는 개편방향

환경자원

-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기준을 보완하여
곶자왈 내 보전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 단기에는 현재 방향을 유지
- 장기적으로는 곶자왈을 하나의 독립된 보전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경계조사
이후)

중산간

- 해발고도 400m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을 통해
개발을 차단

- 400m이하 지역에서의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 보완이 필요함(주택신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등에 초점)

해안변

- 해안변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도내 해안변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으며, 유형별 대표 해안을
방식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선정하여 관리 중임

환경부하

오염

- 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한
처벌이 미흡

-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환경부하 통합관리기반
상 환경오염총량관리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축사업의 형태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소 제한적임

- 도에서 직매립 최소화를 목표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폐기물 - 처리시설도 1차 소각을 거친 후
매립하거나, 에너지 생산과 연계하는 등
자원순환형으로 추진 중임

교육

수자원

농지 및
농업기반

에너지

- 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정립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수단을 도입

- 음식물 쓰레기 감량지원을 읍·면 가정단위에서
도시화 지역, 아파트, 공동체 등으로 확대함
- 처리시설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반영되도록 보완함

- 종합 계획에 따라 추진 중임

- 미래비전의 환경 2대 원칙(환경자원
총량보전, 환경부하 최소화), 친환경사회체제
구축방안(제주발전연구원, 2015)에서 제시한
실천프로그램 등을 반영함

- 지하수에 대한 개발과 이용 중심
- 시설 확충 및 양적 용수공급 체계
- 단기적인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여건변화에
대응 미흡
-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를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

- 지하수 관리 및 보전 중심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상수도 체계 정비
-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체계적 공공하수처리 확대
- 제주의 물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

- 농지기능 강화방안 도입
-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추진 중

- 양적 보존에 더불어 질적보존방안 병행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의식개선 관련 사업 확대

- 풍력발전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 스마트그리드 확산으로 제주를
글로벌 선도도시로 육성
- 2030년 100% 전기차, 전기차산업의
메카로 조성
- 관 또는 대기업 위주로 에너지 공급 및
개발이익 공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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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원의 다각화
- 대규모 사업시 에너지 자립 원칙
- 마을단위 분산형 에너지 자립화
- 도민에게 보다 안정된 편익이 제공되는
에너지공동체 공급모델 확대

(2) 신규계획 및 사업의 추진
도민이 주체가 되는 환경자원 훼손, 환경오염 문제 대응사업 추진
● 환경부문 정책은 교육과 홍보를 제외하고는 공공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나, 환경과 관련된 각
종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자원 훼손과 환경오염 발생 문제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함
• 첫째, 지켜야할 자원 정립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공론화를 추진함
• 둘째, 기추진중인 마을조사 시범사업을 도 전체차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함
• 셋째, 주민센터 등에 간이환경오염측정기를 비치하여 도민들이 문제 지역에 대해 상시 점검할 수 있
도록 하는 도민 환경모니터링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함

보존자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위상 재정립
● 제주도의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지켜야 할 자원들은 보전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제
주도의 자원(희귀 동식물)을 매매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사항에 대한 금지조치를 다룸
● 일부 보전해야 할 자원으로 제시된 부분도 다소 추상적으로 대분류만을 제시하고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함
● 도민들과 함께 정립한 지켜야할 자원요소를 바탕으로, 보존자원의 관리에 대한 조례가 도민들이 지켜야
할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함

오염물질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오염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매립시설, 축산농가, 노후화된 유류창고, 육상양식장 등 오염물질 누출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주변
의 토양과 수질오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센서 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해양환경오염 대응체계 구축
● 해양환경오염에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권 내 해양환경에 사전/사후 모니터링하여
오염발생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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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모니터링센터(가칭) 구축
● 환경부하 항목들에 대해 제주 전역에 걸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서 통합모니터링센터(가칭)를 구축함
※U·City 통합관제센터 등과 같이 각종 센서 및 개별조사를 토대로 수집된 지역별, 유형별 환경부하를 지속적으로
누적시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센터가 바람직함

해안변 및 중산간을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 수립
● 해안변 종합관리계획, 중산간 보전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도민참
여를 촉진함
※유수하천에 대한 도차원의 기본계획수립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하천관리계획 틀 내에서 추진함

장기적 차원에서 과학적 조사 등에 기반을 둔 연구가 필요한 사항
● 환경부하 목표관리치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환경 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와 관련, 의무 복원조치 도입의 대상, 세부 기준, 지정효과 등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위한 연구

청정 제주의 수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 지하수 자원을 좀 더 가치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고수질을 요하지 않는 물은 대체수자원을 이용하기 위
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함
• 제주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농동적이고 협력적인 기반위에서 제주의 청정가치를
높일 수 있고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원으로의 관리하는 것임
• 마시는 물은 청정가치를 더욱 높이고 쓰고 버리는 물은 재활용하여 이용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세대와 가치를 공유하며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수자원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임

● 기후변화, 인구, 개발사업 증가 등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른 수자원계획의 종합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함
• 기후변화 및 제주도의 여건변화(관광객 및 인구 증가, 개발사업 시행 등)에 따른 기 관련계획의 예측
이 현황과 달라져 수자원뿐만 아니라 상·하수정비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설정 등
관련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수도관리기본계획,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도의 여건(관광객 및 인구, 개발계획, 기후
변화)등 주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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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적극적 추진
● 현행 에너지 공급량의 확대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원의 다각화를 통한 자립방안 강화가 필요함
• 에너지공급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풍력은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으로 추
진하되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수렴 및 개발이익의 공유화를 통한 민간참여를 확대함
• 청정 에너지의 공급측면에서 향후 기술력 제고와 설치단가 하락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화함
• 제주 제2공항 등 주요거점의 국책사업과 대규모사업 추진 시 에너지의 자립화를 원칙으로 하여 신재
생에너지 정책의 모범적인 장소가 되도록 추진 함
●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며, 도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참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정책을 강화함
• 현재 제주의 에너지 정책은 육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공급총량 확대와 모든 에너지
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춤
• 도민이 경제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고 나아가 도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소비의식 변화를 이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공동체 기반을 확대함

| 생태·자연·청정 부문 실천전략과 관련계획과의 관계 |

실천전략

구분

관련계획

기존 보완 신규

1-1.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구축용역(2011)

1-2. 환경 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

신규계획 수립

1-3. 도민참여를 통한 지켜야할 자원 정립

●

신규계획 수립

1-4. 지역공동체 참여형 자연자원 관리체계 도입

●

(마을조사시범사업은 추진 중)

1-5. 곶자왈 등 핵심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

●

2-1. 중산간에 대한 보전·이용구상 수립
2-2.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곶자왈 관리 종합계획,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연구용역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

2-3.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경관관리 강화

●

3-1.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

3-2.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

3-3.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의 기능복구

●

3-4. 8개 유수하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

신규계획 수립

신규계획 수립
해안가 공유자원 가치체고를 위한
공유수면 등 해안가 관리계획(2015.11),
공유수면 관리계획
서귀포시 하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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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구분

4-1.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 도입

●

4-2. 환경부하 통합관리 기반 구축

●

4-3. 직매립 최소화 및 자원순환 기반 강화

●

4-4. 오염원 대응형 모니터링 및 원인자 부담 복구 강화

●

4-5. 환경부하 발생 대응형 총량관리 체계 도입

●

4-6. 환경의식 선진화 및 실행기반 마련

●

5-1. 지하수 청정가치 극대화를 위한 보전·관리 강화

5-2. 건강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마련

관련계획

기존 보완 신규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
(2014.12),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계획(2012.11),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종합대책(2015.5),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 (2012)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종합계획(2016~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방안(2015)

●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2020)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2020)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중)
급·배수관의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
시스템 구축 및 활용사례연구(박춘식,
전남대학교)

●

5-3. 안전한 수자원 이용을 위한 인프라 정비·확충

●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2020)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4.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통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현

●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2020)
친환경 물순환도시의 조성에 대한 필요성
(독고석, 대한토목학회)

6-1. 농지의 양적·질적 기능 보전

●

제주 농지기능 강화 방침(2015.4),
제주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2016.2.1. 시행)

6-2.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

●

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13~2017), 제주축산산업 미래발전
종합대책(2015.11)

7-1. 에너지 자체충당제 도입 및 소규모 에너지공급 확대

●

7-2.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 및 에너지 안정화

●

7-3.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로의 세계화 추진

7-4. 도민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에너지 공급모델 확대

206▪ 제주미래비전

●

해외사례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

●

●

에너지협동조합 국내외 추진사례

| 생태·자연·청정 부문 제도화 방안 |

실천전략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도입

추진방안

법률
개정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토·
조정하고, 향후 사업
구상·추진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도록 조치
●

조례 계획
조직
제· 변경
운영
개정 수립

실행력 담보방안

●

환경자원 총량보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추진 중 또는 추진 예정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자원 총량보전의 원칙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

●

각 부서단위에서 환경자원 총량보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립하고, 이를 취합하여
운영지침을 정립

●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환경자원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생태훼손 면적에 대응한
복원면적 기준 등 산정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도민참여를 통한
지켜야할 자원
정립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

●

장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복원조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세부기준 신설
※부담금 운영근거 마련 등도 필요

●

제주가 「지켜야 할 자원」
에 대한 조사 및 공론화

●

「지켜야 할 자원」 정립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개정

●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연자원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곶자왈 등
핵심환경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에 환경보전기금

●

지역별 지켜야할 자원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통로 및 공간 구축

●

관리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구 등급기준
보완으로 보전영역 확대
곶자왈을 별도의
보전대상으로 설정

●

●

지켜야할 자원에 대한 설문조사, 마을조사
시범사업 확대,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켜야할 자원을 정립

●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연자원관리제도 도입
지역공동체
참여형 자연자원
관리체계 도입

조사연구 및 용역 등을 통해 추진

웹사이트 구축, 환경관련 교육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서 홍보 강화
※웹사이트는 개별자원에 대한 훼손 뿐 아니라
청정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종합적으로
신고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단기적으로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기준을 보완하여
보전영역을 확대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곶자왈을
하나의 독립된 보전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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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추진방안

중산간에 대한
보전·이용구상
수립

구상안 마련
(영역별 관리·이용방향
설정)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개발행위기준 보완

법률
개정

●

중점경관관리구역
오름 집적지 등을 대상으로
설정을 통한
중점경관관리 도입
경관관리 강화
종합계획 수립
해안변
(해안변 유형화 및 유형별
통합관리구역 및
관리가이드라인 마련)
종합관리계획
수립
통합관리구역 지정
해안변 그린벨트 및
행위제한 도입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의
기능복구

8개 유수하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토·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 도입
조정하고, 향후 사업
구상·추진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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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 23조 및
별표 1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내
중점경관관리구역선정 조항 신설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 근거 마련,
계획허가제 도입 필요
해안도로 및 호안조성사업,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연안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인공구조물
구축에 따른 해안침식 영향이 의무적으로
검토되도록 보완

●

해안경관 사유화 및 훼손에
대한 조사 추진 및 신고
채널 확보

유수천 관리계획 수립

실행력 담보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이용구상 마련

●

해안도로 및 호안조성 등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협의서 작성기준 보완

경관개선명령제 도입

조례 계획
조직
제· 변경
운영
개정 수립

●

●

사유화, 경관훼손 등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사유화 뿐 아니라 개별자원 훼손 등
청정가치를 저해하는 행위 전반이 포괄적으로
신고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경관개선 명령제
실행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서귀포시와 제주시 각각 수립하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도 차원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

●

환경자원 총량보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추진 중 또는 추진 예정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자원 총량보전의 원칙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

실천전략

환경부하
통합관리
기반 구축

직매립 최소화
및 자원순환
기반 강화

오염원 대응형
모니터링 및
원인자 부담
복구 강화

추진방안

법률
개정

조례 계획
조직
제· 변경
운영
개정 수립

환경부하 관리목표치 설정

●

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모니터링 시스템 및
통합관리센터 구축

●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센서,
조사체계 등)과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센터(가칭) 구축

음식물 자체감량 지원 확대

●

공동체 단위의 자체감량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적으로 추진

재활용 폐기물 수거방식의
정상화

●

재활용 폐기물 수거방식의 정상화의 대안으로
요일별 분리수거 체계 도입 검토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계획
보완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등) 구축 관련
세부기준 보완

오염물질 누출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

●

매립시설, 축산농가, 노후화된 유류창고,
육상양식장 등에 대해 주변지역에 감시센서
설치(단기적으로는 우선 정기점검 형태로 추진)

●

주민센터 등에 패시브 샘플러(간이샘플측정기)
를 비치하여 도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도에서 추가조사를 시행하는
체계를 마련

●

해양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하천정비사업,
해안변 대규모 개발 등) 추진시 인근 해양환경
변화 단위 모니터링 의무화
※해안변 통합관리구역과 연계하여 추진

환경오염시 의무 복구조치
도입

●

우선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계약서 등에 의무 복구조치를 명시하고,
오염시 복구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환경부하 기준의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개별 사업유형별
환경부하량과 환경부하 저감방안별 효과에
대한 정보구축

도입방식에 대한
세부검토 추진

●

다소 제한적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항목에 보완하여 도입이 가능. 계획허가제의
평가요소로 활용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

●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친환경
사회체계 구축방안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 홍보 추진

도민 환경오염 모니터링
도입

해양환경 단위 모니터링
의무화

환경부하 발생
대응형 총량관리
체계 도입

환경의식 선진화
및 실행기반 마련

실행력 담보방안

쓰레기 무단투기 공개
및 처벌 제도 강화

●

폐기물관리조례 별표의 포상금, 벌금규정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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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식 선진화
및 실행기반 마련

추진방안

쓰레기 무단투기 공개
및 처벌 제도 강화

법률
개정

조례 계획
조직
제· 변경
운영
개정 수립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제 및 처벌항목 신설(재활용품
혼합배출 규제)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시스템
●

●

신고사이트, 앱 운용

●

지하수특별관리구역 추가 신규 지정 및
재평가와 법적 구속력 강화를 위한 조례 및
관련계획 개정

공공 주도의 관리 강화

지하수 청정가치
극대화를 위한
보전·관리 강화

●
●

지하수 수질등급제 신설

●

●

사설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사례를 통한 기준 구체화
도민과 공감대 공유

여건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용수 공급방안
건강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마련

공급관망 체계 정비

중산간지역 등 상류지역은 빗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하도록 지하수관리조례 개정

●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매년 수질조사 등 지하수관리 인력 전문화

●

대체수자원 활용을 위한
도민의식 전환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
강화

실행력 담보방안

●

기성시가지내 대규모 빗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제51조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범위 및 제55조의 보조금
확대

●
●

용수 수요 및 공급 예측시 이상기후 대비 반영

●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추진하여 지하수
이용비중 축소

●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전환을 위한
상수기본계획 반영

●
●

단계별 블록화사업 반영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지하수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수정
보완 반영

안전한 수자원
이용을 위한
인프라 정비·확충

하수처리의 공공관리화

●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공공관리 강화에 대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 반영

환경공영제 시행

●

환경공영제관리기준 마련

스마트워터
그리드를 통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현

관련 상세 데이터 구축

●

도시, 건축, 수자원 등 관련부서 자료
통합데이터 구축

통합 지능형
물관리체계 실행

●

수자원종합관리계획에 물관리체계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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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양적·질적
기능 보전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

추진방안

농지전용 행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조사 및
지속적 대응체계 구축

법률
개정

조례 계획
조직
제· 변경
운영
개정 수립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에서 농지전용시 농로
파괴, 우천시 배수 집중으로 인한 경작지 피해
등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단, 해당 대책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없어 이를
보완함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도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 않은 원인 규명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꺼리는 이유
등 조사 및 간담회 등 추진
현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은
유지. 단, 영농업 종사자들 전반에 걸쳐
친환경농업의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부분을 보강함

●

설문 조사
및 간담회 등

●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계획 보완

●

자립형 에너지단지 조성

●

절전유인 인센티브 등 도입
전기요금체계 개편등을 위해서 한전과 협의
필요

●

도민중심형 인센티브제도 도입

에너지
자체충당제
소규모 에너지 공급 인프라
도입 및 소규모
확대방안
에너지공급 확대
기존 인프라시설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공급

솔라로드에 대한 별도 지침 마련
- 연구용역 등 발주를 통해 구체화
도로 등 인프라 시설에 에너지 관련 시설 명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공공적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세부실행계획,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계획 등의 에너지 공급비중 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0조의4 개정
- 예산지원범위의 확대 및 장기상환
파이낸싱 제도 도입
제주전역통합운영을 위한 기능 및 규모 확장
계획 수립

●
●

●

●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 및 에너지
안정화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공급 비중 재설정

수요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로
세계화 추진

도민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에너지
공급모델 확대

실행력 담보방안

●

●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화
스마트그리드
설치·공급·관리운영의
융복합적 기술 적용

●

●
●

●

스마트그리드 제어센터에 대한 조례
신설 및 조직운영 방안 마련

주민주도형
에너지 협동조합 도입

●

협동조합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태양광 협동조합 등 한국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기결성되어 있으나
미활성화
에너지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별도
유인책 및 인센티브 등 마련

친환경 에너지타운 도입

●

현행법상 시범사업 추진 가능 함
주민주도성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 수익구조
제시 등 구체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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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안전‧안심 부문
(1) 기존계획의 보완방향
대중교통분담률 전국평균에 못미침
● 지금까지 대중교통 관련 목표수준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2016년 28.20%∼31.03%, 2030년 30.30%로 개
선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11)에서는 대중교통분담률을
53.0%로 제시하여 전국평균에 못미침
| 대중교통 관련 계획 목표설정 현황 |
대중교통 개선 관련 계획

현황(기준년)

→

계획지표(목표년)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14)
- 대중교통 분담률주)

23.8%(‘12년)

28.2%(’16년)

30.3%(’23년)

- 시내·외 버스

12.7%(‘12년)

15.0%(‘16년)

16.0%(‘23년)

26.0%(‘10년)

31.0(’16년)

-

13.9%(‘10년)

16.0%(‘20년)

23.0%(‘30년)

28.9%(‘10년)

35.0%(‘20년)

53.0%(‘30년)

37.4%(‘9년)

47.4%(‘20년)

-

제주도 ②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12)
- 대중교통 분담률
③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12)
- 시내·외 버스
①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11)
국토 - 대중교통 분담률(100만미만 지방중심도시)
교통부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14)
- 대중교통 분담률(5대 광역권)

주: 대중교통 분담률은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승합차 포함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제외)

도시교통정책 및 버스중심 체계개편
● 서울의 경우, 시설공급 위주의 도시교통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내부 및 광역통행수요의 증가, 대중
교통 시설 관리비 부담과 같은 기존 공급정책에 한계에 직면하여 대중교통체계를 관리체계로 전면 개
편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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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체계 관련 정책 마련
● 제주관광을 육성하는 지원수단으로서 ‘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객들의 이동성, 안정성 확보, 궁
극적으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공존하고 청정한 제주의 관광자원을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관광교통계
획을 수립함

항만의 기능 변화에 부응하는 항만 운영계획 수립
● 규모의 경쟁에서 벗어나 항만의 효율(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경쟁력을 좌우함
● 항만의 발전을 위해서 기간항로(정기항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수송능력을 확충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항만 및 배후기능의 특성화 및 차별화
● 항만환경의 변화와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항만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함
● 친수문화공간, 휴양레저공간, 상업공간 등 항만공간의 복합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낙수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

빅데이터를 활용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 기존의 인프라 위주의 물류시스템은 실물흐름(Material Flow)과 정보흐름(Infomation Flow)의 불일치
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제품 이동 시 실시간 추적이나 정확한 물량 파악이 어려워 물적·인적 자원
낭비가 초래됨
●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종합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으로 제품의 빅데이터(Big Data)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된 정보를 물류 영역에 제공하는 최적화된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

종합적인 협력적인 재난·안전관리 정책 및 기구 강화
● 기능 중심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복합재난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함
● 재난관리를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 운영시스템을 협력적으로
운영함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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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과 민간이 구축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한 재해·재난 대응 및 위기
관리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요함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안전수요에 대응
● 범죄예방환경설계(이하 CPTED)사업을 통해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실
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설계 기준과 사후 평가
및 보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수립함
● 환경개선 사업의 주체인 도와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 주체인 경찰청 간의 협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CPTED사업 계획을 수립함

| 기존 정책의 보완 또는 개편방향 |
분야

기존방향

보완 또는 개편방향

-대
 중교통 서비스 보급 수준이 전국 평균
수준에 미달, 이용률 저조
-대
 중교통 서비스와 대중교통 시설공급
(수익노선 과다집중/장거리 운행증가/
운수업체 경쟁력 저하)중심
-도
 시교통수요에 대한 종합적 관리정책 부족
(차량증가와 같은 단편적/결과론적
이슈대응에 국한)

- 청정제주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대중교통 분담률 목표
상향(2020년 35% → 2030년 50%)
- 대중교통서비스 관리체계로 전환
(권역별 간선/지선버스체계로 개편)
- 공간/개발계획과 연계한 도심부 대중교통회랑 구축
- 제주교통수요 관리정책(예, 차량 총량제)과 차량통행
억제 및 교통 생활권 보장 등의 신규정책과 병행

광역
인프라

-상
 위관련계획에서 일관되게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을 제시
- 항만시설의 인프라 확충에 집중
- 제주시(제주항,제주공항) 중심

- 공항건설 관련 갈등관리 방안 마련
- 항만과 배후지역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
- 1중심+2거점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별 물류복합단지 조성

생활
인프라

-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 위주
- 유니버설 적용확대를 위한 관련법규 미비
-외
 국인을 수용하는 차원의 다문화 정책에
초점

-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도시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 계획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강구
- 제주가 가진 문화의 다양성을 자산과 기회로
활용하여 문화융합도시 인프라 구축

- 사고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미흡
- 범죄감시 및 예방체계 위주
-재
 난안전사고 총괄기능미흡 및 재난재해관리
전문성 결여

- 사전에 사고방지를 위한 국제수준의 안전인프라 조성
및 교육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도입
- 도민생활속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심환경 조성
- 사람 중심의 안전정책 실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제주에 맞는 방재연구의 지속 및 전문기관 설립에
투자

교통체계

안전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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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계획 및 사업의 추진
항만 관련 관리주체를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항만운영의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경영방
식 도입
● 크루즈 산업 및 신항만계획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연계하여 수도권 해상물류체계 개선, 수출입 해상
직항로 개설, 항만물류지원센터 조성 등 제주지역 항만물류 산업 육성방식을 도입함
●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된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수익을
높여 다시 항만개발 및 운영에 재투자함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주형 공동물류 사업모델 창출
● 배송 네트워크, 포워딩(발송과 배송), 로지스틱 기능을 집결하여 시공간 효용 극대화를 통하여 물류혁신
을 구현함
● 시설의 집단화·첨단화를 통하여 시공간 효용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기능을 창출함

장기적 방재시설의 성능향상 사업 추진
● 재해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제주도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강
우증가 그리고 태풍의 영향 등 재해원인에 대한 위험도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재해유형 및 위험에 따른 방재기준을 지역별 구분적용을 통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도 실정에 맞는 방재시설 등 시설물의 설치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 확
대에 따른 제도적인 대책의 적정 기준에 대한 연구 및 목표를 제시함

안전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 및 역량 강화와 종합적인 실행을 위해 제주도의 시설안전, 소방재난, 복지,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 다양한 부서, 산하기관과의 협력과 조정, 업무분담, 지원체계를 구축함
● 완전자립형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증응급환자 수도권 병원이송, 항공·크루즈·선박, 화학사고, 테
러 등 잠재적 재난의 초등대응시스템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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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안전·안심 부문 실천전략과 관련계획과의 관계 |

실천전략

구분
기존 보완 신규

1-1. 제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 구상

●

●

1-2.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

●

1-3. 인구저밀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1.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

관련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용역
지방대중교통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제주광역도시계획

●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용역

●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2-2.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관광개발 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2-3. 마을 주민들이 교통공간의 이용 계획을 수립

●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

Air-City개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2007.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국토교통부,2015.

3-1.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전략 마련

●

3-2. 항만의 경쟁력 강화 및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

3-3.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물류네트워크 구축

●

4-1. 근린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4-2. 누구나 편리한(Universal Design) 제주 만들기

●

국가물류기본계획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중)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2014.

●
●

4-3.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융합도시 조성
5-1.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예방 강화

항만재개발기본계획(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2015~2019)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

해외 문화융합도시 관련 사례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지역
기후변화 전망(강진영, 제주발전연구원)
영국의 해안선 관리계획

●

5-2. 도민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

해외사례(일본, 미국)

5-3. 도민참여형 교통안전위해요소 사전예방 강화

●

해외사례(일본, 독일)

5-4. 협
 력적이고 창조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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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운영체제 보완

| 편리·안전·안심 부문 제도화 방안 |

실천전략

추진방안

제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
구상

대중교통체계
(간선/지선체계,
공간계획연계) 개편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법률
개정

조례
제·
개정

계획
변경
수립

●

도시교통수요 관리병행

조직
운영

실행력 담보방안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지방대중통계획의
최상위 발전지표
도시·교통·주택부서가 제주대중교통 체계를
통합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T/F 운영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요금/가산금) 보완
- 제주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교통생활권 설정,
도심부 혼잡지구 설정에 관한 조항 신설
- 혼잡도심부 권역별 주차장 차등 요금제 신설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인구저밀도 지역
관광객의 이동성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개선
서비스 개선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반영

친환경·저에너지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고급형 신교통수단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수립시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보완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통계획 수립/
업무 조항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보완
- 관광협회 업무(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관광통계)와 연계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 주민들이
교통공간의 이용
계획을 수립

주민주도형
대중교통중심의
마을공간 조성사업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마련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

●

●

기존공항의 지속적
활용과 발전도모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미래도시
발전 모델 제시

●

항만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복합기능 지원
인프라 조성

●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의 종류와 범위)보완
- (가칭)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지속적으로 계획
반영

항만기본계획 반영
--크루즈, 마리나 등 관련 사업계획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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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추진방안

법률
개정

조례
제·
개정

계획
변경
수립

조직
운영

실행력 담보방안

새로운 항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크루즈산업
육성조합계획 수립

해운항만 물류공사 설립

●

●

제주해운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거점 중심의
물류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

“국가물류시행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다핵거점 물류분산배치에 관한
계획 내용 추가로 체계개편사업 시행근거
마련

●

산업-기술간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거점별
물류복합단지 조성
제주도 지역물류기본계획 반영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물류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물류 구현

●

제주형 공동물류
사업모델 창출
근린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누구나
편리한(Universal
Design) 제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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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확산방안 강구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1)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물류인프라 확충,
물류체계의 표준화 및 정보화, 친환경
물류서비스 제공,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에
통합정보망에 관한 내용 추가

●

●

●

사례를 위한 기준 구체화
도민과 공감대 공유

●

제주 건강도시조성 기본 조례' 신규 제정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도시환경 조성 내용
중심

●

-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4조의 공공시설
적용범위 확대와 민간시설에도 적용
확산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인센티브 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
-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 공공 및 민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일관성 있는 디자인
확산
-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와 같이 제주 자치 법규 중
장애인이나 아동관련 디자인 조례 등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조례의
통폐합으로 누구나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

●

실천전략

추진방안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융합도시 조성

문화융합도시 조성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예방

법률
개정

조례
제·
개정

계획
변경
수립

실행력 담보방안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외국인
수용정책에서 문화융합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내용 추가

●

기후변화 대응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마련

해안지역 재난방어

●

제주 해안선 관리계획 수립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안전수요 대응

도민참여형
교통안전위해요소
사업용 버스 운행 관리
사전 예방 강화

도민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심네트워크
조성
--제주형 지역안전공동체 만들기
--지역사회 경찰활동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확장
제주형 CPTED 실행 가이드라인 수립
CCTV통합관제센타 기능 강화

●

주민참여를 위한
교통 환경 정비

협력적이고
창조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조직
운영

●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위험지역 지도 작성·배포 및
위험환경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및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여객자동차
운행과 운전자 자격관리 그리고 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

도로위계별 과속방지
기법 도입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 지역 확정으로 실행력
제고

재해·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제주도 안전관리기본계획 마련

민·관 방재안전
거버넌스 구축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이외에
도민방재활동조직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 추가와 향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교육·훈련 또는 행사 등 유사
항목에 대한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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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제주안전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지속 추진

법률
개정

조례
제·
개정

계획
변경
수립

조직
운영

●

다양한 사고예방프로그램 운영,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도민참여형 안전 증진정책
추진 등 사고 손상률의 저감 추진

●

제주형 골든타임 목표 재설정, 특수구조
전담 조직 신설, 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 및
119신고 선(先)출동시스템구축, 소방차량 및
장비 현대화 추진

협력적이고
창조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생명살리기 골든타임
(Golden Time) 확보를
위한 긴급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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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력 담보방안

●

성장관리 부문
(1) 기존계획의 보완방향
제주형 성장관리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는 당시 계획됐거나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도시의 평면 확산
을 막고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택지조성을 지양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지역개발의 효율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는 2핵집중형이 바람직하지만, 당시 제주도 특성 및 주민의
식 등을 감안할 때 다핵분산형 공간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간 전략이 시급함
● 현재는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어 용도지역상 허용된 개발행위를 모두 허가가 가능함에 따라 난개발 방
지효과가 미흡함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청정의 가치로 기존 시가화 구역에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여 시가지확산을 제한함

● 도시 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엄격관리지역, 지정관리지역, 자율관리지역)을 도입함

경관체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 경관법 상에서는 구속력을 갖는 실행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계획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타 관련 법제도와 연계를 통한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실행계획으로는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경관조례, 지구단위계
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 단계별 추진계획, 예산계획,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
체계 등임
● 현재 제안된 6개 경관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계획, 예산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 내용 뿐
만 아니라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지침 적용을 위해 제시한 세부 유형인 관광지, 역사문화지, 주거지, 주거상업지 등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의 용어인 용도지역지구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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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중심의 내용에서 권역별 계획 중심의 경관계획으로 전환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은 개발사업에서 부지조성, 좌향, 높이, 형태, 조망점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경관단위별(경관권역별)로는 개방지수, 절성토량, 재료, 가로, 생산과 저장, 자연
식생, 조경식재, 포장, 경관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경관단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므로 구체적인 대상지에 대한 특성
에 대한 고려는 어려운 구조임
● 특히 각 경관단위별(경관권역별) 경관계획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각 지침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지침 제시에 앞서 경관단위별(경관권역별) 경관계획 및 관리방향을 포함하는 경관권역별 경관계
획(또는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 작성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2009)
● 「경관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 필요
• 현행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의한 경관계획단계(개요·현황조사 및 분석·기본구상·경관기본계획·경
관부문별 계획·실행계획)와는 부합되지 않는 독자적인 계획 구성임
• 이는 제주의 특수한 경관현황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계획내용의 실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경관법」 체계에 따른 경관계획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경관계획의 체계 정립을 위한 계획단위 재설정이 필요함
• 현재 경관계획에서는 제주 전체지역을 한라산을 정점으로 해안까지 해발고도에 따라 ㉮, ㉯, ㉰, ㉱,
㉲의 5개 기본경관단위로 구분하고, 주요 도로변, 동부지역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의 4개 특정경관단위로 설정하고 각 경관단위별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구분은 경관특성에 따른 계획단위의 설정으로 볼 수 있으나 경관법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향
후 다른 법제도와 연계하는데 매우 불리한 상황임
• 따라서 계획수립을 위한 단위를 경관계획수립지침 상의 경관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명칭과 내
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22▪ 제주미래비전

| 기존 정책의 보완 또는 개편방향 |
분야

기존방향

보완 또는 개편방향

- 성장위주 인구유입 정책
- 일반적 인구예측방법론(장래인구추계,
과거추세연장법)

-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시나리오별
인구 수용정책 마련

성장관리
및 균형발전

- 제주 전체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비전 부재
- 비시가화지역으로의 난개발 확대
제어장치 부재
- 공공-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 용도지역상 허용된 개발행위를 모두
허가하여 난개발 방지 효과 미흡

- 제주미래비전을 적용하여 계획개발 유도
- 도시성장경계와 성장관리방안 도입으로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 제어 및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택지
공급
- 공공-민간 및 주민 주도 도시개발사업
-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적용한 新 계획체계로
합리적인 개발 유도

계획허가제

- 용도지역상 허용된 개발행위를 모두
허가하여 난개발 방지 효과 미흡
- 교외지역 도시개발 확산

- 계획허가제 실시

- 택지개발 등 교외지역 확장
- 교외지역 택지개발 및 외부자본의 대형
쇼핑시설 유치
- 행정 주도 및 시민단체 중심 참여
- 교외지역 도시개발 확산

- 교외 주거개발 제한 및 원도심 정주 촉진
- 원도심내 거점 및 문화시설 유치를 통한 교류와
활기 회복
- 행정-주민의 통합적 일체적 참여체계 구축
- 도시기능 집적을 위한 기존 스톡 활용과
원도심활성화 우선정책 추진

인구

도시재생

경관

공유자원

- 무분별한 사설관정 개발
- 경관법 전면개정(′14)에 따른 경관제도
운용의 구속력 확보
- 제주경관 보전, 형성, 관리의 구체적
실행수단 부족
- 마을가로중심의 경관개선사업
- 공공 주도 단위경관사업

- 공유자원의 사유화를 비롯한 관리체계 미흡

- 청정 제주경관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형성·관리체계 개선
- 도민 경관관리 인식 및 참여 확산 제주경관 관리의
공존과 조화
- 경관관리기반 강화를 통한경관관리 실행력 증진
- 청정 제주경관의 보전, 형성,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경관명소의 관광화 및 경관문화체험콘텐츠 강화
- 공공-주민 주도 경관관리계획을 위한 자치법규
강화
- 공유자원의 활용원칙 설정을 통한 도민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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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계획 및 사업의 추진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新택지공급체계 구축
● 입지, 자족성, 주변 도시와의 전략적 연계방안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모델을 설정함
● 신(新) 택지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제주형 택지 공급 규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및 지역별 균형배분을 고려한 공공과 민간 주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
●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시 Passive House 방식의 개발시스템을 도입함
• 물, 전기는 개발부지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함(물 : 빗물, 중수 활용, 전기 : 태양광 활용)

살기 좋은 정주환경의 편의시설 조성지표 설정
● 공공서비스 접근성 기준을 분석함(읍·면 지역 중심)
• 15분-동네지표를 통한 분석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계획에 반영함
*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기준 60점 → 2030년 목표치 80점(예시)

도농 특화와 융합이 가능한 Network City 조성
● 삶의 편의를 위한 각종 도시 시설을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서로 부족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빠르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교통시설로 연결함
● 지역 소생활권(15분) 중심으로 싸이클앤라이드(Cycle&Ride, 가칭) 시스템을 도입함
• 집에서 가까운 간선 버스정류장(평균 4km 이내)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주차하고, 값싼 간선버스를 이
용해 통근 및 이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 공공임대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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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건에 최적화된 계획허가제 도입
● 영국의 계획여건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보전구역, 절대·상대 보전구역 등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 제주여
건에 최적화된 형태로 계획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제한적인 형태이나 현재 개발행위허가제의 틀 속에서 심의체계(도시계획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면적규모 등에 제한이 있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용도지역제의 틀 속에서 보완적 장치로서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경우, 우선 일부 비도시지역 또
는 관리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함

청정과 공존에 기반을 둔 계획허가제 판단기준 및 지침 마련
● 계획허가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장기간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해당 기
준들에 있어서 미래비전에서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는 사항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먼저 고려하여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분에 있어서 대원칙인 환경자원 총량보전,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은 계획내용을 평가하고, 바람
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공간에 대한 관리방안(해안변, 중산간 등)도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에너지, 수자원, 문화, 경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미래비전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항을 기
준으로 그에 부합하는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누적하는 작업을 통해 청정과 공존원칙에 부합하는
기준과 지침의 기반을 마련함

원도심과 신항만을 일체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
● 원도심과 신항만이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연계 되도록 거리를 조성함
● 입도 방식의 다변화와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관광거점 조성이 필요함
● 제주의 청정환경에 걸맞는 교통수단을 도입함
● 원도심은 제주시의 두 관문에 해당하는 공항과 항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두 거점을 잇는 대략
6km 구간에 저상용 궤도열차 또는 BRT 도입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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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경관조성 추진 전략 마련
● 제주 경관의 가치 발굴을 통한 핵심 요소(유형)을 도출함
● 핵심 경관 요소에 따른 기본 방향을 설정함

| 제주 경관조성 기본 방향 |
경관 요소
한라산

기본 방향
섬 전역 어느 곳에서나 세계자연유산(핵심지역) 조망 보장

오름

중점경관초점으로 활용

하천

기본 통경축으로 조성

해안선(바다)
느린 경사의 평탄지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접근과 조망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해안선의 시각적, 기능적
연속성 유지
평탄지 내 돌출 경관 배제

● 지역맞춤형 경관조성 추진 전략을 마련함
| 제주 경관조성 추진 전략 |
지역
도시지역(동 지역)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추진 전략
제주의 자연형상과 새로운 제주로 거듭나게 하는 힘의 조화로운 만남
제주 자연형상의 자연스러운 흐름 보존

공유자원의 체계적이고 공익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관리조직 개편과 신설기관의 설립
● 기존 기관 : 본래 각 기관의 설립 기능에 따른 역할 강화 및 상호 간 합리적인 조정
● 신설 기관 : 제주 공유자원 및 공공재 관리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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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 부문 실천전략과 관련계획과의 관계 |

실천전략

구분
기존 보완 신규

관련계획

1-1. 시나리오별 목표인구 설정 및 관리

●

- 도시기본계획
- 광역도시계획

2-1.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도입

●

- 포틀랜드 도시성장경계(UGB) 정책
및 2040 성장구상
- 영국 계획허가제

●

- 제주광역도시계획
- 독일 및 스위스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계획

2-3. 우리동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The Portland Plan(2012)

3-1. 계획허가제 도입

●

- 영국의 계획허가제 도입

2-2.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

4-1.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4-2. 도시재생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

- 임대주택 공급계획
- 원도심 재생사업 계획
- 도시관리계획

●

●

- 진안·완주 등 커뮤니티비즈니스 계획

4-3. 신항만과 제주시 원도심을 연계한 도시 활성화

●

- 제주 신항만 계획
- 원도심 재생사업 계획

5-1. 도민참여를 통한 제주 경관가치 인식 확산

●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2009)

5-2. 청
 정 제주경관의 종합적인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계획적 접근 방안 마련

●

- 경관법에 의거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5-3. 실효성 높은 경관관리체계 확립방안 마련

●

-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상세계획

●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2009)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2015)

5-4. 신(新) 제주경관의 가치 발굴 및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관산업 창출 방안 마련

●

6-1. 공유자원의 활용원칙 설정

●

- 개발이익 공유 사례 :
미국 알래스카
- 곶자왈 공유화 운동

6-2.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역할 확대와 체계화

●

- 제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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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 부문 제도화 방안 |
법률
개정

조례
제ㆍ
개정

계획
내용

조직
운영

실천전략

추진방안

시나리오별
목표인구
설정 및
관리

인구성장 규모 설정

●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반영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도입

●

「도시계획조례」 제25조의2 확대적용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조 (목적) 및 가이드라인 추가 반영,
지구별 조례신설

제주형
성장관리
방안 도입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지역중심형 발전모델로
새로운 택지 공급

실행력 담보방안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2007) 선언
재정립 필요(신규 사업 추진은 가급적 지양
→ 계획적 주택 공급 유도)

●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제24조 적용
우리동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도농 특화와 융합이 가능한
Network City 조성

살기 좋은 정주환경의
편의시설 조성지표 설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의 구체화 및 시행규칙 반영

●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제6조 구체화

●

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완
●

기존 사업 보강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방안
대안 검토

●

계획허가제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계획허가제
운용대안을 바탕으로 장기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주여건에 부합하는
계획허가제 도입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계획허가제
도입
계획허가 판단기준
및 지침 마련

●

단독주택 등 정주목적의 구입
및 건축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

기존 주택 개보수비용 보조

●

●

원도심내 매입형
임대주택공급

●

●

생활기반 및 복지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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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에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립한 환경자원 총량보전,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과, 해안변과
중산간에 대한 관리방안을 비롯하여
에너지, 수자원, 문화, 경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한 사항을 토대로 사례를
누적시키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국민주택기금 등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주거지원 조례」
신설에 따른 적용

실천전략

추진방안

법률
개정

조례
제ㆍ
개정

공폐가 등 스톡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입 및 활용

계획
내용
●

교류 및 시민활동 활성화를
도시재생
위한 거점성 제고
활성화 전략
마련
방문객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통합지원거점 형성
원도심 역사골격 회복과
전통문화 형성
도시재생
협업체계
(거버넌스)
구축

도민참여를
통한 제주
경관가치
인식 확산

실행력 담보방안

제주시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반영

●

기존 교류프로그램 강화 운영

●

기존 정보망 기능 강화

●

제주시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반영

종합행정을 위한 통합기구
신설

●

도시재생 관련 조직 보강

원도심활성화지원센터(가칭)
정비

●

기존 조직의 지역 확대 개편

신항만을 대형 복합관광
거점으로 조성
신항만과
제주시
원도심을
연계한
도시활성화

조직
운영

●

●

중앙정부 계획반영 필요(항만법 제42조)

원도심의 입체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

●

●

원도심과 신항만을 일체화
공간으로 조성

●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계획 반영
필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장기정책 과제로 추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시가지셔틀 운행, 전기
소규모 저상버스 도입 검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적용 강화

지속적인 경관자원 관리체계
구축

●

경관 조례 내 경관자원데이터베이스구축
조항 신설

선진화된 도민경관의식
조사를 통한 대표경관
선정 및 홍보

●

조사대상인 경관자원의
자산화

●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비
청정
경관관리 방안
제주경관의
종합적인
경관법 체계에 근거한
보전, 관리,
경관계획 수립
형성에 관한
계획적 접근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을
방안 마련
통한 집중적 경관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

「경관조례」 제8조 구체화 및 시행규칙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내 새로 개정된
경관법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내
중점경관관리구역선정 조항 신설 및
시행규칙 반영(형성·관리·보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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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추진방안

법률
개정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경관관리의 실효성 강화
실효성 높은
경관관리
체계 확립
방안 마련

신(新)
제주경관의
가치 발굴
및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관산업
창출 방안
마련

조례
제·
개정

계획
내용

조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제4장
경관협정 확대·적용 및 시행규칙
반영(행정적 지원 강화)

●

경관계획의 성과달성과
진행과정 모니터링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

●

주기적인 경관교육 및
인력양성을 통한 경관관리
역량 강화

●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으로 실행력 증진

●
●

도민이 인정하는 새로운 경관
가치 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7조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제8조 확대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개편

●
지하수 공수화

공유자원의
활용원칙
설정

●

「지하수관리조례」제6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제한 등 강화

토지이용정책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통한 공유자원화

●

「도시계획조례」제25조의2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보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확산으로 곶자왈 보호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8조
곶자왈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

●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 개발이익공유화계획 작성기준
강화

●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의2 적용 강화 및 구체화

풍력발전에 따른 개발
이익 공유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의
역할 확대와
체계화

경관관련 주민주도 전담조직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제31조 보완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경관조성 추진 전략 마련

새로운 경관가치로 파생된
경관+관광산업 창출

실행력 담보방안

공공역역의 참여(개입) 범위
확대

230▪ 제주미래비전

●

공공기관별 설립 기능에 따른 공유자원의
관리 조직 개편과 영역 확대

상생‧창조 부문
(1) 기존계획의 보완방향
제주의 지역산업육성전략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 가능
● 첫째, 정부의 지역산업정책과 연계된 내부적인 산업육성전략을 마련함
● 둘째, 역외 기업의 투자유치나 입지이전을 통한 발전전략을 마련함
● 두 가지 전략 중 현재 제주는 역외자본이나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이 주축을 이루
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음의 이유와 연관되어 있음
• 제주의 입지나 규모상의 한계, 산업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내부적 육성전략의 추진에 제약요인이
많다는 점이 있음
• 내부적 육성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음
● 특히 제주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여 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추진하여 단기적 성과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제주는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전략산업의 내부적 육성은 기존 산업에 뿌리를 두고, 그 경
쟁력을 제고하거나 새로운 부문으로 확장하고자 한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새
로운 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었으며(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원,
2013, 지역산업정책백서 2, p.581), 이는 결국 정책의 단기적 성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처럼 인
식되게 함
● 2014년부터는 기존 산업육성사업체계를 산업협력권사업,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산업으로 구분하여 추
진함
• 산업의 세부부문은 변화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풍력·전기차 서비스 외에는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역주력산업: 물 응용 산업,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 서비스, 관광디지털콘텐츠 산업임
• 산업협력권사업: 휴양형 MICARE, 화장품·뷰티산업을 제시함
• 지역연고산업: 제주 무, 제주특산 수산전통 발효식품, 제주 전통주 산업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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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역산업육성정책의 평가 |

미래성장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외 신 산업 유치

신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타 산업 파급 효과

행·재정 지원

규모경제 극복가능

장소 마케팅

공간적 고립 극복가능

IT 서비스업체의 지역 내 이전·유치

지역 자원 가치증대

IT 서비스업 육성

집적지역 중심 정부지원

바이오 산업 육성

Test-Bed형 IT사업 선정

기능성 원료 개발

역내기업 참여

인력확보 지원

단기적 IT산업 신장 형성

시장확보 지원

연관기술
연계 미비

신규사업 지원

역외시장

시장 확대 및 수요 증가
신규기업진입에
따른 경쟁심화

연관산업 기반과
마케팅 기반 취약

사업화 가능성 검토

기술적
미성숙

지역 내 산업화 제약

향토 자원 활용형 특화산업
관광객 수요

공공주도의
성과지향적
R&D지원

지역의 독자육성 역량부족
지역의 산업이미지 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

공공R&D 및
재정사업 중심
기업운영
인간투자 확대

독자경쟁력 확보 여부

원료
공급지화

관광
상품화

독립적
산업화

이익의
역외유출

관광산업
의존형
발전

연관산업
성장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역외
이전

232▪ 제주미래비전

지역 내
장착

지역의 IT
infra화

신 성장 동력 산업의
지역 내 성장기반 구축

역외
이전

● 지역내 산업육성사업 중 지역기반 없이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추진한 산업은 성과가 미미함
• 지역 내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이 결과 초기단계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기존 지
역산업과의 연계발전이 어려우며,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 중심의 산업육성이 제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역산업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선도산업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의 유망상품 지원에 중점을 둔 바 있음

• 사업중심 산업육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반적 산업여건 개선과 병행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단위 사업당 효과보다는 제주 전체로의 지역경제와 산업여건 개선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도형 사업은 기술적 테스트베드에 불과하다는 비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내 해당 사업의 산업화를 지원
할 기반이 취약하여 다수의 사업이 일종의 테스트베드사업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그러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테스트베드사업 등을 통해 산업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테스트베드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곤란함
＊S
 chaffers 등(Schaffers et al., 2011)의 연구 : IT산업이 제공하는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관련
인프라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로서 지역의 위상을 확립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를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의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테스트베드를 통한 신성상동력의 육성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비즈니
스모델 구축이 가능한 사업의 선정과 추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다만, 테스트베드사업의 추진시에도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분야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호환성의
확보나 실용화가 어려운 잘못된 기술을 채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Manyika J. et al, 2013)가
있으므로 국책사업에 대한 제주의 참여 및 사업선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원에 바탕을 둔 산업육성 전략은 다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지역자원에 바탕을 둔 산업육성 전략은 주로 1차산업의 산물이나 기타 지역자원(화산송이, 용암해수
등)을 활용하여 산업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화장품 산업과 같이 일부 산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
로 평가함
• 비록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표방하고 있으나 사업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제주 원료를 사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원료공급처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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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이익의 역외유출과 관련된 우려를 야기하기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ade in Jeju」 산품의 육성 필요성이 제기됨
• 제주의 산업기반과 입지특성을 고려할 때 「made in Jeju」 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은 제약되어
있으므로 타 지역 기업과의 협업관계 내에서 제주의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로
제기됨
＊ 이미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에서도 「made in Jeju」 와 「Connect Jeju」 라는 두가지 관점에서의 접
근 필요성을 강조함

● 역외 자본이나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본이나 기업의 지역 내
뿌리내림이나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취약
• 관광산업분야 및 정보통신서비스, 특히 포털서비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들이
지역경제와 긴밀한 연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함
• 이러한 비판은 최근의 기업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의 경제발전기간 중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임
＊ 역외자본 의존형 지역개발의 문제점은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
에서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자본의 제주도 투자 등에서 전형적으로 지
적되나, 일각에서는 화장품산업 등과 같이 지역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을 대상으로도 문제를 제기함

1986년 제주도는 국가계획인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85∼1991)」과 연계한 지방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에서는 개발과 지역경제간 연계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지적
- 특정지역계획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은 단지조성이라는 집중개발 방식을 택함으로써
광역적 지역관광자원의 잠재력 개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지역내 불균형 성장을 초래
- 또 개발사업에 자본이 영세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며, 산업개발과 사회개발을 병행 추진하지
못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미미
- 그리고 관광개발 사업은 관광기능의 육성보다는 관광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적 성격이 강한데다
관광개발계획지구에 토지투기가 집중되어 지가를 상승시킴으로써 투자를 어렵게 함
출처: 부만근. 2013.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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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제주의 공간적 고립성과 얇은 산업기반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만을 전략적으
로 제주에 배치할 수 밖에 없으며, 복잡하고 긴 가치체인을 지니는 산업을 제주에 배치하거나 투자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좁은 시장규모와 물리적 이격, 얇은 산업기반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기업 중심으로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낮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게
하는 결과임
• 그러나 제주의 여건상 발전을 위해 역외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의 비판이 역외자본의 투자나 역외기업 유치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기업과 지역경제와의 선순
환구조의 미비나 취약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투자유치 단계부터 신규투자나 이전기업을 지역경제와 어떻게 연계하고, 이들을 지역 내에 뿌
리내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제주형 1차산업의 미래성장력 강화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필요
● 제주형 1차산업 인식 전환을 통해 제주의 청정가치를 강화하고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을 높임
• 제주의 1차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산업이며, 청정 제주의 상징성
을 가지고 있음
● 1차산품의 가공업체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추진 및 지원
• AEO 인증을 통한 중국, 일본 등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국내외 가공기업과 연계한 유통망을 확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
● 지역별 고유의 자원 활용과 마을단위의 육성계획을 통하여 6차산업화를 정착화 함
• 제주도 6차산업화 체계적 육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주형 6차산업 육성계획 수립(가칭)을 통하여 중
앙정부의 정책들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
● 스마트농축수산업을 통한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1차산업의 생산성·효율성·품질향상 등 고
부가가치를 창출함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물 재배가능성 및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실현을 통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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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정책의 보완 또는 개편방향 |
부문

기존방향

보완 또는 개편방향

- 중앙정부 지역산업정책의 틀내에서 추진
- 타겟산업의 선정과 집중 육성
- 역외기업·자본의 유치와 실험실 중심의
기술 창업
- 첨단과학단지 등 계획적 개발 부지 중심

- 제주의 입지조건과 산업기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모델 도입
- 지역자본의 축적과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 제주의 입지조건과 산업기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모델 도입
- 아이디어 중심의 다양하고 개방적인 창업기반 확충
- 거리(street)와 가상공간(virtual space)
· 가상과학단지, 가상 BI, 가상 사무실

1차산업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중심
개별 경영체 중심
농축수산업과 식품업의 분산적 추진
관 주도의 획일적 방식

효율성 및 농어업인의 행복추구로 전환
지역 공동체 중심
생산과 융복합한 6차산업으로 확대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도민 참여 및 책임 강조

투자유치

- 역외 자본과 대기업에 의한 일방적 투자
- 중산간 등 대규모 토지확보가 가능한
미개발지역 선호
- 무차별적, 일률적 지원 방식

- 지역자본의 축적과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 원도심 등에 대한 투자 우대
- 지역발전으로의 기여 수준과 지역의 필요성을 고려한
선별적, 차등적 지원

- 재정 및 행정적 지원
- 개별기업 단위의 산학협력
- 특정 기술·직능 중심의 접근과 범용적
인재교육으로 이원화
- 공공부문에 의한 위탁 교육훈련 지원 중심
- 도민 또는 도내 대학출신자 중심

- 산학관 협력에 의한 인력수급체계의 핵심주체
- 산학관에 의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 관광산업 등 부문별 접근
- 민간의 자구노력에 대해 공공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역외 인재유치에 대해서도 정착
등에 대해 우대 지원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중

- 제주의 지역산업 특성과 수눌음정신에 기반을 둔
제주형 사회적경제 구상

산업생태계

일자리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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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계획 및 사업의 추진
사업(프로젝트) 중심의 접근에서 산업생태계 중심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란 공동의 이익으로 결합된 자원과 역량, 잠재력과 에너지 등의 네트워
크(European Commission, 2013) 또는 상호 교류하는 조직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경제적 공동체로 고객
과, 핵심 생산자, 경쟁자 및 정부나 노동조합 등과 같은 여타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Moore, J.F.
1996)으로 정의됨
●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에서는 최근 지역산업생태계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김명수 등(김명수
외, 2012)에 의하면 이는 일정 지역 공간 내에서의 산업생태계로서, 이때 산업생태계란 가치사슬구조를
근간으로 상호관련된 기업과 조직, 각종 자원과 지역경제 전반, 산업 인프라, 문화, 제도 등이 연계하여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함
● 현대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이 특정 산업의 범위내에 국한하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산업정책의 대
상으로는 산업이라는 한정적인 개념보다는 산업생태계란 개념이 정책의 대상으로 적절함
● 특히 제주와 같이 전반적인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외부 기업(자본)의 유치로 인해 기업의 지역내 뿌리내
림을 촉진하고, 기업성장을 지역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비록 장기간이 소요될 지라도 전체 지역경
제의 틀 내에서 산업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제주테크노파크 등 제주의 산업진흥기관과 혁신주체들 역시 산업생태계의 구축을 주요한 목표로 하여 사업
을 추진함

● 산업생태계적 접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문에 대한 접근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의 총괄
적인 접근, 즉 전체 체계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한 접근보다는 전체로서 체계에 대한 접근이 더욱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따라서 특정 부문에 편중된 육성보다는 산업 생태계 전체에 걸친 균형 잡힌 정책
적 접근이 필요함

「제주형 산업생태계」 개념을 정립함
● 우리나라 주요 지역산업 육성사업(2012년 기준)은 R&D와 인력양성을 강조하는 반면 비즈니스 지원사업
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박재곤 외, 2014) 기존 제주의 지역산업육성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함
● 가령,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관련부처 사업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R&D 기획 및 창업사업화 단계에
편중된 경향을 보임
＊아이디어 발굴 지원 50개 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 35개 사업, 시험 및 성능검사 34개 사업(정성훈 외, 2015,
창조경제와 지역산업발전방안, KIAT, 미간행).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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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제주도내 혁신주체의 주요 역량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분야에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반면 마케팅과 기술이전 및 장비활용에는 소수의 기관만이 참여함
● 그러나 지리적 이격성과 고립성, 규모경제 효과의 취약 등의 한계, 산업구조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대규
모 집적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접근을 제주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R&D와 인력양성 중심의 접근은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이 경제구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에 적용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R&D 사업이 기술적으로 성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지역의 산업화 기반이 취
약하여 그 성과를 지역내에서 사업으로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 산업생태계」의 개념을 제주에 적용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 지역산업생태계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주의 산업발
전에 지리적 공간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특정 산업의 성장을 위한 독자적 시장 형성이나 공급처 형성이 곤란한 제주의 경우 지역의 취약성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업이나 타 지역내 기업과의 협업관계 형성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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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보완 신규

관련계획

●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85∼1991)

1-2. 지역내 창업 및 사업화 기반의 다양화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안) : 20142018

1-3. 산업생태계에 입각한 산업별 발전전략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1-1. 초(超)지역적 네트워크와 산업간 융합에 기반을 둔
발전체계 구축

1-4. 제주 산업생태계에 부합하는 산업지원 및
추진체계 구축

●

영국 Liverpool 과학단지의 가상
사무실(Virtual Office)

2-1. 여건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

●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4~2018)

2-2. 제주 생산품의 특성화 전략 강화

●

제주 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2013~2017)

2-3. 6차산업화와 스마트고도화를 통한 성장견인력 회복

●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4~2018)

2-4. 자립 역량 강화로 제주형 1차산업 가치 제고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계획(2010~2014)

3-1. 일
 자리 중심의 지역산업 및 투자유치 정책 목표
설정

●

국제자유도시계획 목적과 발전지표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관련계획

3-2. 지역·주민체감형 투자유치체계 확립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3-3.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와의 연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기본계획

3-4. 일
 자리와 연계한 선별적·차등적 투자지원
제도 확립

지역전략산업과 지역고용 성장

●

미국 콜로라도 주의 산업부문별
인력수급협력체계 구축 경과
인력양성에 대한 미국의 산업부문별
접근 동향
선전경제특구(High-tech industrial
park)의 사례

4-1. 산·학·관 협력에 의한 부문별 인력수급체계 강화

●

4-2. 기업의 우수 전문인력 유치 등에 대한 지원

●

4-3.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기본계획

4-4. 교육훈련과 인력양성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고용정책
기본계획

5-1. 수눌음 경제 공동체 기반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5-2. 공
 유자산 형성 중심의 수눌음 경제공동체 사업모델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5-3. 수눌음 경제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 구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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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내용 운영
개정
개정

초지역적 기업협력 지원

●

초(超)지역적
네트워크와
산업간 융합에
기반을 둔
발전체계 구축

●

「전략산업조례」제10조 마케팅지원 보완

●

관광진흥기금 운용조례 제4조 확대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5조의 우대조건에 산업간
융복합사업 포함

●

「전략산업조례」제2조 전략산업 범위에
융복합산업을 포함하고 제9조 및
12조 실행력제고
●

가상 사무실, 가상 BI
유휴 대학시설 기업입주

공공재산의 임대 제공

소상공인협업화 지원기준 개편

●

「전략산업조례」제10조 마케팅지원

●

「테크노파크조례」제3조(사업) 확대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사업 보완

●

「대학 설립·운영규정」2조 7항 개편

산업진흥기관의 BI 확충

●

기존 사업 보강

●

시설별 조례개편 / 창업조례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5조의4(우선구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460조(공기업협조)

●

사업선정기준에서 조업시설 기준 등 완화

지역상품 공공조달강화

최초 창업가 차별 배제
거리경제 활성화

●

특화거리 지정 조례 보완

●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제 완화

거리경제 지원조직 강화

●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산업생태계에
입각한 산업별
발전전략 마련

기존 인증제도 강화 운영 등

산업간 융복합 지원

산산협력 시범사업

지역내 창업
및 사업화
기반의 다양화

「전략산업조례」제9조에 지역간 협력 포함
●

지역자원 위상 강화

실행력 담보방안

기존 조직의 기능 확대 개편

●

평가체계 개편: 단기사업과 장기사업 및
정책사업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개별 산업 육성에
대한 평가시 정책목표의 부합성 등 정성적 평가를
강화, 단기 성과에 의해 지역산업발전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청정 제주에 기반을 둔
제조업 등의 육성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460조(공기업협조)

융복합 산업으로서
항노화산업의 육성기반
구축

●

●

「제주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완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중 기본방향에 반영

녹색 도시기반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

●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보완
전기자동차 관련 국제회의 지원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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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태계에 입각한
산업별 발전전략 마련

추진방안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내용 운영
개정
개정

청정 제주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제조업의
입지관리 방안 마련

●

●

「제주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완
전략사업 육성종합계획 반영

해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기반 구축

●

●

「제주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보완
지속적 연구 및 지원기반 마련

●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에 반영

●

산업육성 및 지역혁신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각 혁신주체에 대한
지원 사항 및 혁신주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우대사항 구체화,
제주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내에 동 지원사항 등의
구체적 반영

제주의 역량과 잠재력에
부합하는 산업육성체계
구축

제주 산업생태계에
부합하는 산업지원 및
추진체계 구축

지역혁신의
핵심기반으로서 대학 등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개편

●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여건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

여건변화에 따라 다른
지역의 산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차별성 강화

지역의 다양성과 주체간
상호 연계를 중요시하는
지역의 6차산업화 정착
‘스마트농축수산업’을
통한 1차산업 시스템
고도화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체계 마련 및 운영

품목별, 나라별 등 수출전략계획 수립

신농업 경영주체 및
조직 등 육성 및 지원
●

「제주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보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동에 관한 조례」보완

●

●

「제주도 농수축 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보완, 기존 인증제도 강화 운영 등
성장지원센터 설립
제주 농업기술연구원의 아열대 작물품종
개발성과 보급 확대

●

●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마을단위의 6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

1차산업과 ICT기술의 융복합기술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신규작물의
특성화자원화 추진

6차산업화와 스마트
고도화를 통한
성장견인력 회복

●

●

FTA 등 시장개방에
적극대응

농축수산품의 유통구조
개선과 체계적 수급
관리

제주 생산품의
특성화전략 강화

실행력 담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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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자립 역량 강화로 제주형
1차산업 가치 제고

추진방안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내용 운영
개정
개정

제주형 1차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위상
재정립 필요

●

도민주도의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 농정
거버넌스 기반 확립

●

주민복리와 일자리 중심
정책 목표

추진체계 개편

지역·
주민체감형
투자유치체계
확립

일자리와 연계한
선별적·차등적 투자지원
제도 확립

기업의 우수 전문인력
유치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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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관련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반영

●

대규모투자 허용기준

●

진흥지구 지정기준 개편

●

「투자진흥지구 조례」제6조 2항의 구체화 및
시행규칙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해제기준에 시행령 제36조 8항 포함

●

「진흥지구 조례」〔별표 2〕지정계획 세부
내용의 7호 규정 상세화

●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고용추천계획서 보완

●

「투자지원조례」내 조항 신설

●

투자 및 관리
중심정책으로 전환
투자 및 관리
중심정책으로 전환
선별적·차등적
투자지원
인센티브 총량제 도입

개발사업시행승인조례 제5조 보완
「투자유치조례」에 투자유치원칙 신설
「투자진흥지구 조례」 제6조 보완

●

장기정책 과제로 추진
●

「투자유치조례」제20, 21, 22조 적용 강화

●

「전략산업조례」제2조 및 제12조 보완

산학관의 인력양성

●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보완

역외 우수인력 유치

●

「투자조례」에 규정 신설

지역내 우수인력 유치

●

기업·기업인 예우 조례 보완

해외 우수인력 유치
사내 교육훈련 지원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강화

국제자유도시계획 목적과 발전지표

●

고용성과에 감독강화
산·학·관 협력에 의한
부문별 인력수급체계
강화

●

투자유치 필요성 검토

진흥지구 해제기준
구체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와의 연계 강화

도민과 공감대 공유를 위한 지속적 정책 방향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반영

●
일자리 중심의 지역산업
및 투자유치 정책 목표
설정

실행력 담보방안

구인구직 정보제공

●

장기정책과제로 추진
「투자조례」제11조 교육훈련보조금 기준
개편

●

●

기존 정보망 기능 강화

실천전략

추진방안

교육훈련과
인력양성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교육훈련지원 강화

수눌음
경제공동체
기반구축

공유자산
형성 중심의
수눌음
경제공동체
사업모델
육성

수눌음
경제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
구상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내용 운영
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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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조례」전면 개편 (장기과제로 추진)

●

「전략산업육성조례」11조 보완

국가사업 응모 등 지원
●

TP 등 지원서비스 강화

●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 특별보좌관 배치 및
사회적경제과로 확대개편

수눌음 경제공동체 관련
총괄조직 신설

●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지역 금융환경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신설

수눌음 경제공동체
지원을 위한
민관협동시스템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4조에
도정의 사회적경제 쟁점 통합적 관리 및 민간과의
협업 강화 사업 내용 추가

공유자산, 커뮤니티자산
중심의 사업모델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기본원칙에 사회적경제 활동의 바탕이 되는
공유자산(커뮤니티자산)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자산(커뮤니티자산) 중심
경제공동체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신설

제주문화 확산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 확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자산(커뮤니티자산) 중심
경제공동체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신설

●

제주 사회적경제 블록화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
2항에 근거 재정지원

사회적경제
참여주체(기업, 사업체,
조직체) 간의 신뢰와
협동을 통한 연대
네트워크 조직화
도민이 모두 주체가
되는 수눌음 경제공동체
모델 구상

●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협동조합기본계획에 도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목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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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관광 부문

(1) 기존계획의 보완방향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전방향 제시
● 첫째, 제주가 지닌 자연문화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전략을 추진함
● 둘째,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모와 도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밀착형 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함
● 셋째, 주변 관광시장 및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수요 창출로 지
속가능한 제주관광을 도모함
| 단계별 관광정책의 발전방향 |

산업간
융복합도
중장기 Industry Convergence

도시/
쇼핑관광

High

단기
Cultere+
Ride Oriented

웰니스
관광

산업/
컨벤션

해양/
크루즈

문화관광
스포츠
관광

Mean
기존
Natural
Oriented

Low

지역관광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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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해안관광

제주관광
발전방향

모험관광

Mean

High

부가가치

● 제주는 고유한 문화, 생태, 자연환경 등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매력도가 높은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관광개발·진흥·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 등은 미흡함
• 자연환경의 수려성과 독특한 문화자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지리적 요충지, 국제자유도시로서 고도
의 자치권 확보 등의 강점을 지님
• 그러나, 제주 고유의 차별적 관광콘텐츠가 부족하고 관련 인력 및 접근성의 한계 등 도서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문제점과 제주의 관광관련산업이 분산되어 추진사업간의 독립성, 타당성, 필요성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은 미흡함
● 제주의 관광시장은 주변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외래관광객 관광수요 확대, 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 증가, 친관광산업 정책 추진 등에 따른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을 지님
● 실제 2014년 입도관광객 12,273천 명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저가관
광지라는 인식, 다양한 관광자원의 활용 미흡, 외부환경에 따른 관광시장의 민감한 변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제주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관광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도시와
의 경쟁심화에 대비한 경쟁력, 도민과의 상생 등을 고려한 질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함
• 제주 휴양·관광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의 집중적 육성, 제주의
자연문화의 매력도 제고를 통한 고품격화, 도시, 쇼핑 등 다양한 관광요소의 확충이 필요함
• 또한,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 마련으로 시장다변화 추진 및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한 관
광품질 개선, 통합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스마트 관광인프라 마련으로 제주관광의 수용태세를 정비하
고 체질개선 계기가 필요함
• 도민이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정된 지원체계 시스템 확립으로 도민 협치형 체계를 마련하고 현
장맞춤형 일자리 동력 창출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고부가가치 융복합관광의 성장을 위한 내부역량의 강화 필요
● 저가 단체관광에서 고부가·고품격 관광으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
• 미래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의 청정자연환경과 융복합하여 휴양형 MICE,
웰니스투어리즘 등 산업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또한 경험과 체험중심의 관광으로 트렌드가 변모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기반을 둔 융복합 관광산업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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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관광의 발전방향 흐름 |

1인당
지출 규모

「저가 단체관광」 중심에서 「고부가 개별여행 관광」 으로의 전환

웰니스
투어리즘
- 뷰티, 휴양, 의료 등
웰니스의 관광자원화
- 1,631,303월3)

휴양형MICE
개별관광
(가족여행)
단체관광

- MICE 비즈니스와
관광 결합의 관광상품
- 730,184원2)

- 단독·소규모
니즈별 자유여행
- 652,521원1)

- 여행사 관광상품
- 623,174원1)

고부가가치
융복합관광

1) 제주특별자치도. 2015. 「2014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2) 한국관광공사. 2014. 「2013 MICE 실태조사」
3) SRI International. 2013. 「Wellness Tourism is a Growth Opportunity World-wide」

기간

| 기존 정책의 보완 또는 개편방향 |
분야

기존방향

보완 또는 개편방향

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매력도제고

- 자연자원 의존형 관광활동
- 관람위주의 관광활동
- 대표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미흡

-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강화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 지역밀착형 관광콘텐츠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원도심재생을 통한 쇼핑·야간관광 활성화
-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통한 제주 문화관광 융성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 관광산업
집중육성

- 관광객 유치 등 양적성장 중심
- 공공 주도의 일부 시설 중심 개발

- 마이스, 웰니스, 고품격 레저 등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관광수익 증가 등 고부가가치 성장 추구
- 외자유치+도민(지역자본) 주도권 회복

제주관광
체질개선

- 관광수용태세 전략 부족
- 중국시장에 의존 및 편중
- 관광상품 평가체계 미흡
- 개별적 추진으로 인프라 미흡

- 시장별 맞춤형 전략 마련
-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 품질개선
-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스마트관광 인프라 마련

도민참여 관광

- 자연자원 의존형 관광활동
-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동 미흡
- 공공주도로 창의성 한계

- 지역민의 참여와 공존을 통한 상생발전
- 주민밀착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생적 관광기획으로 창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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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계획 및 사업의 추진
제주 농어촌 6차 산업화 활성화
● 제주 농어촌의 1·2·3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함
• 제주 농어촌의 6차산업화란 농어촌에 존재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제조, 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
● 차별화된 콘텐츠 확충 및 접근성 강화로 체류형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함
• 폐교, 빈집 등을 활용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름다운 어촌, Sea Stay(어촌특화민박) 조성사
업을 통해 어촌에서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창출함
● 지역민 중심의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함
•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촌관광 세미나 개최, 파워블로
거 초청행사, 관련 안내·홍보물 배포 등의 역할을 수행함

휴양형 MICE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주 MICE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의 특
성을 담은 휴양형 MICE산업을 육성함
• 부족한 전시·컨벤션 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숙박, 문화, 쇼핑 등의 배후인프라 집적을 통한 경쟁
력을 강화함
• 제주의 청정과 휴양의 이미지를 강조한 대표 MICE 행사를 구축하고 지역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휴양형 MICE 도시로서 이미지 상승을 위해 유니크 베뉴를 활성화함
• 제주 MICE활성화를 위해 유치지원 제도,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참가자 소비촉
진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로 질적 성장에 기여함
• MICE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력양성, 인식제고, 민간협력을 통한 추진조직 강화 등 MICE 생태계 강화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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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의 섬, 웰니스투어리즘 선진화
● 세계적 트렌드인 웰빙, 친환경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제주의 청
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니스투어리즘을 강화함
• 제주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의 매력을 적극 활용한 웰니스 관광 특
화가 필요함
• 제주의 고품격 힐링관광을 위해 제주의 웰니스관광 로드맵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
련 법제도와 계획의 추진을 선진화함
• 관광 컨트롤 타워의 구축 및 기존산업과의 연계로 제주 웰니스 산업의 의료, 뷰티, 휴양, 웰에이지 등
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함
• 나아가 지역의 강점을 살린 제주 기존 산업과의 적극적 연계 및 시너지 확충으로 융합생태계 지원으
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함

ICT를 활용한 스마트제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기반 조성
● 제주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감성과 경험을 극대화하고, 환경변화에 민감한 창조적인 ICT 스마트관광서비
스를 창출함
● 스마트 관광을 위한 소셜기반의 수요 파악 및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관광정보 전달의 효율성 제고
및 다국어 지원 등 관광안내서비스를 고도화함
● 비콘(BLE Beacon)34) 서비스 도입 및 확대를 통한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제주관광 모드락” 구성
●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단위의 주민자치 조직 및 활동역량을 강화함
● 단계별 인큐베이팅 시스템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의 자생력을 제고함
●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관광콘텐츠 창작과 관광창업 활성화를 유도함

34) 비콘은 블루투스 저에너지(BLE) 통신규약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위치기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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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관광 부문 실천전략과 관련계획과의 관계 |

실천전략

1-1. 지역기반 청정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구분
기존 보완 신규

●

●

관련계획
제2차 관광진흥계획(14~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13)
International Voluntourism Guidelines

1-2.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관광 기반 구축

●

제2차 관광진흥계획(14~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1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11)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12)

1-3. 전천후 도시관광 콘텐츠 및 여건 조성

●

제2차 관광진흥계획(14~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13)

2-1. 휴양형 MICE 산업 육성 및 활성화

●

●

제2차 관광진흥계획(14~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13)
UNWTO MICE Industry

2-2. 힐링의 섬, 웰니스투어리즘 선진화

●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11)
Wellness Tourism is a Growth
Opportunity Worldwide

2-3. 청정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화

●

제2차 관광진흥계획(14~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1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15~19)
Cruise Tourism Potential

3-1.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마케팅 실시

●

제2차 관광진흥계획(14~18)
Tourismproduct diversification and
marketing program

3-2. 관광품질 개선을 통한 제주관광 세계화

●

관광품질인증제도(QTS)
WEF tourism competitiveness

3-3. ICT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섬 기반 강화

●

4-1. 제주형 관광 협치체계 구축

●

4-2. 지역커뮤니티 관광산업 참여역량 강화

●

4-3. 제주관광 맞춤형 창의인력 양성

●

●

제2차 관광진흥계획(14~18)
제2차 관광진흥계획(14~18)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11)
제2차 관광진흥계획(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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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관광 부문 제도화 방안 |

실천전략

추진방안

제주 농어촌 6차산업화
활성화

지역기반
청정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자연유산 활용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에코힐링 체험을 위한
도보관광 인프라 정비

제주 문화예술관광
플랫폼 구축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관광
기반구축

전천후
도시관광
콘텐츠 및 여건
조성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개정
내용 운영
개정

실행력 담보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8조 6차산업 공동사업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조례」
제7조 관광활성화 지원 및 교육 사업 등 보완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유산 관리조례」 제28조
주민참여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지원기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11조 관광활성화 등 지원사업 확대

●

●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축제시스템
구축

●

제주 창작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태계 지원

●

●

●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조례」제9조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위한 체험관광 조성사업
구체화
-관련 사업 보강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제4조 거리공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조 문화예술행사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평가항목 추가
-지역축제 3년주기 일몰제 또는 평가에 따른
지원액 경감 등 인센티브 구체화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내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 규정 적용

리테일테라피 활성화

●

전천후 관광지역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쇼핑
연계

●

24시간 즐길거리가
넘치는 야간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

●

크루즈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제주항 장기 체류시 지원기준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제12조 지원사업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관련계획 구체화

원도심거리활성화를
위한 특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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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9조(보조금 지원), 제41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범위 확대·지원 보완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제12조(지원사업) 확대 등
●

●

기존 사업(夜好사업) 보강

실천전략

추진방안

힐링의 섬,
웰니스
투어리즘
선진화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38조 ⑥항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84조
MICE산업 유치시 인센티브 제공 신설

인센티브관광 유치전략
및 지원제도 마련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2조
MICE관광활성화 신설
-담당조직 신설 및 기능 강화

공존형 MICE TF팀
조직체계 구축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82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기능 및 범위 확대

●

제주 공공기관의
MICE산업 유치 확대

힐링의 섬, 웰니스관광
로드맵 구축

●

제주형 웰니스
관광컨트롤타워 설립
기존 산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확충
제주 레저스포츠 관광
대표브랜드 육성

청정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2조 레저의 범위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제17조
친수공간 확충 및 마리나 인프라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어촌관광 구역 및 시설 확대

●

●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전략적 교류협력 및
해외홍보 마케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조례」제5조
관광산업과의 연계 및 방향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조례」제5조
관광산업 연계 및 융복합 방안 마련 확대

●

승마레저스포츠
관광인프라 개발 및 관리

저가덤핑상품의 고급화
전략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신설
-관광진흥계획, 관광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 구체화

●

●

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도출
관광시장
다변화 위한
글로벌마케팅
실시

실행력 담보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4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재정 지원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86조 국제회의
집적시설 환경 조성 추가

MICE인프라시설
확충방안 및 시설
집적화를 통한 관광환경
조성

휴양형 MICE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개정
내용 운영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말산업 관광계획 활용 구체화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및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관련 통계 조사 및 작성,
관리 보강
●

●

-기존 전략의 국가별 지역 확대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제3조의2(전담여행사
갱신제) 등 도입에 따른 조례 신설

●

●

- 기존 마케팅 프로그램의 강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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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추진방안

관광품질
개선을 통한
제주관광
세계화

통합적 관광품질 인증
평가체계 마련

제주형
관광 협치체계
구축

지역커뮤니티
관광산업
참여역량 강화

제주관광
맞춤형
창의인력
양성

실행력 담보방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2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②항의 4 구체화 및 시행규칙 마련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스마트제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ICT비즈니스 기반
조성

ICT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섬
기반 강화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개정
내용 운영
개정

- WEF 글로벌 스탠더드 지표 평가 실시
- 관광지 품질평가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지역정보화 설치 및 기능 확대

o2o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제25조(사업비 지원)에 따른 시범사업지구
지원 강화 및 시행규칙 반영

빅데이터 정보가
집적ㆍ유통되는
통합인프라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지역정보화
조례 제14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민간기업 지원
구체화 및 시행규칙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56조(평정위원회),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 등 기존 조직의 기능 확대
개편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추진조직 구축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제16조(인센티브) 교육 이수 후 활용 및 취업
등의 기능 강화

지역관광활성화협의회
제주관광 모드락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제16조(인센티브) 교육 이수 후 활용 및 취업
등의 기능 강화

제주관광 모드락 리더
양성 및 경쟁력 강화

●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조례」제9조(교육 및 홍보) 기능 강화
-기존 관광 데이터베이스 정보망 확대

관광창업 플랫폼 구축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제16조(인센티브) 교육 이수 후 활용 및 취업
등의 기능 강화

산학관 연계를 통한
핵심인력 역량강화

●

지역밀착형 관광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통한 창의인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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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NCS기반 맞춤식 교육과정 계획
수립
●

- 연관 산업분야와의 인력육성 및 구인·구직
정보망 확충

문화‧교육‧복지 부문
(1) 기존계획의 보완 방향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보완
● 제주지역의 창의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의 위상을 국제 경쟁력을 지닌 지역으로 도약시키기 위
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주문화정체성의 가치 반영
• 무형, 유형의 제주 전통문화자산에 대한 원형 조사를 지속화하고 미래가치를 발굴하여 계승하는 방안
의 강구를 통해 제주지역의 창의적 문화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제주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 대내외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하여 제주문화부문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함
• 제주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체계로서 문화생태계의 구축과 균형적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현
재의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의 창작(생산), 매개(유통) 및 향유(소비) 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보완하도록 함
• 특히 제주문화예술 향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제주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
도가 향상되도록 함
• 제주문화의 세계화는 제주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방안 뿐 아니라 쌍방향적 교류방안을 강구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면모가 구비되도록 함
●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제시의 역할로서 문화부문의 활용방안 반영
• 문화예술인의 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
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문화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함
• 제주문화예술부문의 발전 뿐 아니라 제주의 사회, 도시 및 공간환경 등에 문화의 가치가 반영되어 진
정한 문화예술의 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 제주이주민, 다문화가정 등의 증가로 제주도 인구구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제주사회에서 공동체 약화
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속화될 상황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사
람들이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공존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 강화에 대한 내용이 반
영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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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의 보완
●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제주전통의 미래가치 강조
• 기 구축된 전통문화에 대한 DB를 바탕으로 제주 정체성의 강화 및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미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반영하도록 함
• 특히 문화자산의 콘텐츠화에 있어 ‘작지만 강하고 창조적인 문화산업’으로 특화하여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함
●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생태계의 중요성 반영
• 문화예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수요 확대를 위한 도민대상 문화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예술인
교육 방안을 보완하고 창작재원과 발표공간의 다양성을 도모하도록 함
• 문화예술 매개의 활성화를 위해 창작공간과 예술시장의 다양화 및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강조하도록 함
● 제주도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주체적 생활문화의 중요성 강조
• 복지차원에서의 문화 뿐 아니라 일생생활 속에서 주체로서 참여하는 생활문화로 발전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 적용이 필요함
● 품격 높은 제주의 문화상 정립을 위해 제주 문화역량의 강화 반영
• 제주도의 품격은 문화예술 분야 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요구되므로 문화의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
록 보완함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현 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 보완이 필요함
● 제주도 환경교육 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제주발전연구원의 세계환경수도 조성
을 위한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방안(2015)에서 제시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미래비
전에서 제시한 환경자원의 총량보전, 환경부하 최소화 등 대원칙들이 환경교육의 주요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협력교육 시스템 구축
● 제주도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현재 도교육청, 제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제주학생문화원)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기관, 각급학교에
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많은 활동들이 제주지역 평생학습 인프라 구
축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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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생활권 단위의 평생학습 공간의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행복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은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구축하고 있으나, 대학에 우수한 인적·물적·지적 교육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학을 적
극 활용하는 등 평생학습의 심화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활용하여 40-50세대 성인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
영하도록 유도함
• 학력 수준이 높은 40~50세대를 고려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마련
•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원의 효율적·효과적 재배치를
통한 도민의 성장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제주도내 평생교육 관련 사업 총 예산 규모 (2015년 기준/ 282억88백만여원) |
구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대학평생교육원

합계(천원)

소요예산
(천원)

19,903,680

2,905,431

4,403,873

1,075,208

28,288,192

※ 도 (평생교육과, 사회교육과(인재개발원),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과, 복지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문화
정책과, 경제정책과,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술지원조정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관광산업과, 투자정
책과, 도서관, 등),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4개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사업비 총 예산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6기 교육분야 7대 공약 22개 추진과제(총 35,000백만원 예산 규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교육적 전문성이 집약된 조직 운영과 전담 조직의 역량 강화가 요구됨
• 교육분야 7대 공약 :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非) 교
과 프로그램지원,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배치, 평생학습 권
역화와 거점시설 지정,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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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
●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치
단체별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새롭게 신설·변경 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대상별 복지정책의 욕구가 서로 상이한 실정이나, 중앙과 연계한 사업 중심의 복지전달체계가 이루어짐
에 따라 대상자별 복지체감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현재 복지시설의 추가 확대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바는 상대적으
로 서귀포시에서 가장 많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반적으로 5명 가운데 1명꼴로 시설에
대한 부족을 인식하고 있음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자 발굴, 서
비스 연계 등이 여전히 인력 부족, 수요자와 공급 간의 미스 매치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기존 정책의 보완 또는 개편방향 |
분야

기존방향

보완 또는 개편방향

문화정체성

- 전통문화의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존
및 재현에 중점

- 전통문화의 미래가치 발굴 및 보존과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연계

문화생태계

- 다변화된 창작여건에의 대응 미흡

- 다양한 문화예술창작여건을 감안한 균형된
문화생태계 형성

문화영향력

- 문화부문 자체의 역량 강화에 중점

- 제주발전 전 부문에 문화의 가치 반영

공동체문화

- 제주 문화콘텐츠 중 하나로 간주

- 제주 공동체정신과 문화의 가치 반영

교육

- 글로벌 인재양성에 중점
- 학습요구의 급격한 증가로 평생교육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집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음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환경 마련
- 사회통합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체계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복지

- 취약계층 및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속적 복지정책 마련
- 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정 복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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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계획 및 사업의 추진
전통문화의 미래가치 발굴 및 보존과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연계
● 과거 제주 정체성 관련 조사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전통문화의 핵심가치 중 미래에 무엇이 계승
될 수 있으며 어떤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지를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제주 정체성, 제주다움의 전승 방향
을 제안함
● 또한 전통문화의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체험되고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계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주도시공간의 역사성 부각, 제주어 진흥방안, 제주디자인의 발굴 및 확대 적용 등을 제안함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여건에 따른 문화생태계의 형성
● 문화예술주체의 다양화 및 공급방식의 다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문화의 생산(창작), 소비(향유) 및 유통(매
개, 배급)의 문화생태계가 선순환구조를 구비함으로써 제주문화예술의 자생적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
록 전문 문화예술인력의 자생적 공급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고등 교육, 제주도민대상의 문화역량 강화
교육, 창작재원의 확보, 창작 및 문화공간의 다양화, 문화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및 문화예술 매개역할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적용함
● 제주도민의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제주발전 전 부문에 문화의 가치 반영
● 문화가 제주발전 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제주발전과 관련된 각종 기본계획수립 시 문화적 관
점을 반영하며 관련 계획과 정책, 사업에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을 제안함
● 또한 제주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제주 문화생태계의 자생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제주
문화의 가치가 저변 확대되도록 함

제주 공동체정신과 문화의 가치 반영
● 제주공동체 정신은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다양화되는 미래 제주공동체의 공존
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동체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지표 조사 및 다양한 공동체 강화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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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이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과 평생교육환경 조성
● 급격한 사회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장에 따라 다양한 학습 요구의 급격한 증가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사회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주도민의 고른 성장을 위한 읍·면지역 등 제주 전 지역 차원의 일상적
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제주 전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부서별 도민 교육사업의 체계화, 집적화, 전문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효과성
증대로 기존 산발적 평생학습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통합적 접근 및 체계화 필요

사회복지대상자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
● 사회보장기본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자별 복지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함
● 보건, 복지에 집중되어 있는 협의체의 참여 범위가 보건, 복지, 교육, 문화, 고용, 주거 등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읍면동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방안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함

의료취약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복지 여건을 제공
●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을 갖춘 의료기반을 강화하여 어디에 살더라도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여건을 조성함
● 아프기 전에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체제화를 실현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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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교육·복지 부문 관련계획과의 관계 |

실천전략

구분
기존 보완 신규

관련계획

1-1. 제주의 문화정체성 강화

●

●

제주문화상징/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1-2. 제주의 문화생태계 강화

●

●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중장기계획/
제주문화융성 프로젝트추진백서

●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 조사(2013,
문화관광연구원)

1-3. 제주문화의 영향력 확대
2-1. 제주 공동체정신의 계승

●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2.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제주 공감공동체 형성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3. 평화의 섬 전략 확대를 통한 제주 평화공동체
구현

●

「세계평화의 섬 사업계획(변경)」(2013)

3-1.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교육부 2015년 업무계획에서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도 교육청)

3-2. 제주인의 성장과 제주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

●

제주평생교육진흥계획

3-3. 배움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제주 공동체
실현

●

김진화 외(2013).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활성화
방안 연구

3-4. 대학교육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산업수요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16년
신규 추진)

4-1.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제주처럼:
프로젝트(안)

4-2.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확충

●

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정책
진단과대응과제

4-3. 모두가 누리는 생활안정
복지체계마련

●

보건복지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4-4.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제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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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추진방안

제주 전통문화의 미래가치
도출 및 활용

제주의
문화정체성
강화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개정
내용 운영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 ‘제주정체성의
보존 및 유지’ 반영

●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지속화

●

제주 문화원형 조사 및 축적자료를 통한
미래가치 발굴 및 활용계획 수립

●

제주 전통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

제주어 진흥
제주디자인의 발굴
및 확대

●

제주형 문화산업기반 구축
및 특화

●

제주문화자산과 신설 또는 관련 인원 보강

●

제주어 회생 총괄기능 강화 및 전담기관 검토

●

제주디자인 발굴 및 활용계획 수립과
제주디자인 전문기구 타당성 검토

●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

제주 문화예술 창작의
활성화
제주의
문화생태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
문화예술인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5조(구성) 4항에 제주문화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를 포함
●

제주 문화예술 향유의
활성화

제주문화의
영향력
확대

제주
공동체정신의
계승

제주문화예술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제주 문화예술 매개의
활성화

제주에서 시행되는 정책과
사업에 문화적 관점 접목
방안

실행력 담보방안

●

제주문화예술 매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

생활문화기획자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

●

제2차 제주 향토문화예술 진흥 중장기계획
수정계획시 ‘문화영향평가’ 등 내용
반영,「제주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예 : 문화적 도시재생가이드라인)
마련

제주 문화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

문화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구축

제주 문화예술의 세계화
도모

●

제주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확대방안 수립

제주 고유 공동체정신의
교육과 실행

●

제주 공동체정신에 관한 교육 및 제주
공동체정신과 관련된 문화사업의 지원 확대

제주 공동체문화의 계승 및
실행

●

제2차 제주 향토문화예술 진흥 중장기계획
수정계획 시 ‘제주 공동체문화의 계승발전’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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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제주
공감공동체
형성

추진방안
행복한 공존을 위한
기본여건 마련

●

제주 공감공동체의 형성

●

제주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

‘적극적 평화’
의미 확립
평화의 섬
전략 확대를
통한 제주
평화공동체
구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제주에서 실현가능한 일상적
평화의 확대

배움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제주 공동체
실현

실행력 담보방안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프로그램, 사례집 등)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조사를 위한 방안
수립(주민참여에 의한 제주 특성화지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적극적 평화의 의미 포함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인간자연 차원으로의 확대 내용 포함

●

평화의 섬과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확대

●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

세계시민으로서의 평화교육
일상화

●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센터 기능에
근거한 계획 수립 및 실행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한 지침 마련

Smart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

국제교류 체험학습 확대를
통한 교육역량 강화
종합 체험교육센터 조성을
통한 교육기반시설 확충

제주인의
성장과
제주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개정
내용 운영
개정

●

제주의 사람, 환경, 문화 테마 중심의 교육
콘텐츠 발굴·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침
마련

●

제주도민의 학습 참여 기회
확대로 일상적 학습문화
정착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위한 협의체 조직

●

영역별·대상별 평생교육 기관 실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교육홍보
강화

●

제주도 환경교육 종합계획(2016~2020) 보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및 교육을 강화함

●

도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및 제10조의
2 문자해득교육의 지원에 근거한 계획 수립 및
실행

교육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사회통합
도모

●
마을단위 평생학습 확산 및
내실화로 제주도민의 고른
성장 지원 체계 마련

교육취약계층 대상별 관계자 협의회 구성· 운영
제주도민의 고른 성장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지침 마련

●
●

제주도민의 고른 성장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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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추진방안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개정
내용 운영
개정

배움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제주 공동체
실현

●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관계 기관
협의회 운영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제주 공동체 형성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제주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체계 마련

●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체계
마련을 위한 지침 마련

●

제주지역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 마련

제주지역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인문역량·시민참여 역량
강화
제주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
운영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지침 마련

●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실행력 담보방안

영역별·대상별 평생교육 기관 실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지역주민의 인문역량·시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

제주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

상시협의체계 마련 및 운영

창조산업 창출의 대학
재구조화 추진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4조의2, 제6조
창업보육센터 대학연계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 전문학교 추진

●

도와 도교육청, 대학 간의 교육정책협의회 안건
사항으로 포함

융복합 교육 확산과
기초교양교육 활성화로
통섭형 인재 양성

●

도와 도교육청, 대학 간의 교육정책협의회 안건
사항으로 포함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체제
확산지원

●

도와 도교육청, 대학 간의 교육정책협의회 안건
사항으로 포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내용 포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내용 포함

보육서비스의 함께 키우는 협력 공공보육 확대
질 향상과
부모 교육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여성친화도시
여성과 가족이 편리한
조성
도시 환경 조성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마련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확충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내용 포함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노인창업 육성 조례 제정 행정적 지원 마련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에 명시

●

「어르신 문화기부협회 조직」근거 마련 및
활동진흥지원

노인여가문화 정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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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확충

자립 및 자활을 위한
마을단위 노인기업 육성

모두가
누리는
생활안정
복지체계
마련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

조례
법률
계획 조직
제ㆍ
개정
내용 운영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련 제도
제정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8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사회복지시설의
형평·균형적 공급대책에 관한 내용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36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생활권별·규모별’용어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내용
포함

제주 생활권별
문화복지누리공간 조성

효율적 복지서비스 공급과
관리를 위한 복지지원
조정시스템 구축

실행력 담보방안

공공기관을 활용한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전달체계 강화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주민건강센터 운영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의료기관의 국내외적 역량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육성 및 지원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외국인진료,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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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계별 정책의 추진35)

(1) 기본방향
실천전략별 추진단계 설정 목적
● 미래비전은 여타 종합개발계획과 같은 단위 개발사업 중심의 계획이 아니며, 따라서 미래비전의 추진단
계 또한 사업별 추진 시점을 정하기 위한 성격이 아님
● 미래비전의 103개 실천전략에는 사업 중심의 전략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전략은 청정과 공
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차원의 전략이며, 전략별로 그 성격도 매우 상이함
※ 미래비전에서는 당장의 현안이슈에 대응한 단기 전략, 현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추진 가능한 사항에서부터, 현
재 제도적 기반 및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장기적으로 도
입이 필요한 사항 등을 포괄하여 다룸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래비전의 추진단계 구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03개 실천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
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로 활용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이는 장기 비전계획이라는 미래비전의 특
수성을 보완하기 위함이기도 함

구분

기준

개수

단기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 제도 하에서 바로 도입할 수 있거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단기에 도입이 필요한 사항

39

중기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

44

기존과 다른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성격의 전략으로 제주 사회에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
※세
 계적 선진 트랜드, 국가정책보다도 앞선 실험적 방향으로 현 제주의 여건상 장기간에
걸쳐 의식전환, 기술적,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기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등

20

초장기
과제

35) 단기, 중기, 초장기 사업의 구분은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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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설정 기준
● 단계구분은 103개 실천전략을 대상으로, 단기, 중기, 초장기의 3개 단계로 구분하였음
● 단계구분의 일차적 목적은 현 제도 하에서 바로 도입할 수 있거나 선제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사항을 선
별하여 단기과제로 구분하는 것이며, 그 외 장기과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세분화하여 중기과제와 초장기
과제로 구분하였음
※ 일부 추진 중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 및 종합계획과 관련된 추진전략의 경우 단계 설정시 해당 사업의 사업기
간, 종료시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반영함

● 각 단계별 시점은 단기과제는 2015~2019년, 중기과제는 2020~2030년, 초장기과제는 2030년 이후를
설정하였으며,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및 제도 구축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각
 과제별로 설정된 년도는 해당 전략의 완료시점을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참고사항의 성격
이며, 추진 시점은 제주도의 법·제도 정비, 관련사업 추진 현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
 례로 초장기 과제는 2030년이 되어서야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도입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시점이 약
2030년 이후라는 의미이며, 세부검토는 2030년 이전부터 추진한다는 의미임

단계적 정책 추진 방향
● 미래비전의 핵심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증진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큰 밑그림(서문 및 각 장에서 제시한 원칙)이며, 실천전략은 이러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해당됨
●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103개 실천전략들을 단계별로 추진하되, 이에 앞서서 모든 부서에서 미래비전의
전 부문의 핵심 원칙과 방향을 충분히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책결정시 모든 부분에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우선 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미래비전의 주요 실천전략만을 대
상으로 부서별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식만으로는 미래비전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도정 전반에 녹아들기를 기대
하기 곤란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미래비전의 핵심 원칙과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 제주에서 타 계획에 따라 인허
가 중이거나 추진 중, 추진 예정인 사업들 전반에 대해 검토를 추진함
※ 미래비전 부문별 원칙과 더불어, 특히 수변, 중산간, 경관 등에 대한 사항과 계획허가제의 경우는 청정과 공존
의 부합여부 기준 등을 검토의 기준으로 활용함

● 103개 실천전략들의 경우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실행력 담보방안 및 정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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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대 부문별 정책사업의 추진단계
생태·자연·청정 부문
● 총 28개의 실천전략 중 단기 8개 사업, 중기 15개 사업, 초장기 5개의 사업을 제시함
| 생태·자연 청정 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

추진전략

실천전략
1-1.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도입

환경자원 총량 보전

중산간의 체계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목표달성시기
단기

1-2. 환경 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

1-3. 도민참여를 통한 「지켜야할 자원」 정립

●

1-4. 지역공동체 참여형 자연자원 관리체계 도입

●

1-5. 곶자왈 등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

●

2-1. 중산간에 대한 보전·이용구상 수립

●

2-2.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

2-3.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경관관리 강화

●

3-1.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

3-2.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

3-3.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의 기능복구

4-1.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 도입

●
●
●

4-2. 환경부하 통합관리 기반 구축

●

4-3. 직매립 최소화 및 자원순환 기반 강화

●

4-4. 오염원 대응형 모니터링 및 원인자 부담 복구 강화

●

4-5. 환경부하 발생 대응형 총량관리 체계 도입

지하수 가치증대를 위한 수자원
이용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청정농업 기반 마련

●

4-6. 환경의식 선진화 및 실행기반 마련

●

5-1. 지하수 청정가치 극대화를 위한 보전·관리 강화

●

5-2. 건강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마련

●

5-3. 안전한 수자원 이용을 위한 인프라 정비·확충

●

5-4.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통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현

●

6-1. 농지의 양적·질적 기능 보전

●

6-2.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

●

7-1. 에너지 자체충당제 도입 및 소규모 에너지공급 확대
청정 에너지 공급확대와 소비수요 7-2.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 및 에너지 안정화
관리 고도화
7-3.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로 세계화 추진
7-4. 도민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에너지 공급모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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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

3-4. 8개 유수하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는
청정 사회체계 기반 구축

중기

●
●
●
●

편리·안전·안심 부문
● 총 16개의 실천전략 중 단기 7개 사업, 중기 4개 사업, 초장기 5개의 사업을 제시함

| 편리·안전 안심 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
목표달성시기
추진전략

실천전략
단기

중기

초장기

1-1. 제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 구상
녹색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로 개편

사람중심의
친환경·저에너지 신
교통체계 마련
사람중심의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인프라 개선

●

1-2.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

1-3. 인구저밀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2-1.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

2-2.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

●

2-3. 마을 주민들이 교통공간의 이용 계획을 수립

●

3-1.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마련

●

3-2.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

3-3.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 구축

●

4-1. 근린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건강하고 편리한 수준
높은 도시기반 조성

4-2. 누구나 편리한(Universal Design) 제주 만들기

●
●

4-3.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융합도시 조성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우선되는 안심환경 조성

●

5-1.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예방

●

5-2. 도민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

5-3. 도민참여형 교통안전위해요소 사전 예방 강화

●

5-4. 협력적이고 창조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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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 부문
● 총 14개의 실천전략 중 단기 6개 사업, 중기 5개, 사업 초장기 3개의 사업을 제시함

| 성장관리 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
목표달성시기
추진전략

실천전략
단기

중기

미래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1-1. 시나리오별 목표인구 설정 및 관리
마련
2-1.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도입
성장유지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마련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

●
●

2-2.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

2-3. 우리동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3-1. 계획허가제 도입

●

4-1.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

4-2. 도시재생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

●

4-3. 신항만과 제주시 원도심을 연계한 도시 활성화

제주경관 가치 창출 방안
마련

●

5-1. 도민참여를 통한 제주 경관가치 인식 확산

●

5-2. 청정 제주경관의 종합적인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계획적 접근 방안 마련

●

5-3. 실효성 높은 경관관리체계 확립방안 마련

●

5-4. 신(新) 제주경관의 가치 발굴 및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관산업 창출 방안 마련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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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

6-1. 공유자원의 활용원칙 설정

●

6-2.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역할 확대와 체계화

●

상생·창조 부문
● 총 19개의 실천전략 중 단기 8개 사업, 중기 9개 사업, 초장기 2개의 사업을 제시함

| 상생·창조 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
목표달성시기
추진전략

실천전략
단기

중기

1-1. 초(超)지역적 네트워크와 산업간 융합에 기반을 둔 발전체계
구축
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

●

1-3. 산업생태계에 입각한 산업별 발전전략 마련

●

1-4. 제주 산업생태계에 부합하는 산업지원 및 추진체계 구축

●

1차산업의 성장견인력 2-2. 제주 생산품의 특성화전략 강화
강화를 통한
2-3. 6차산업화와 스마트고도화를 통한 성장견인력 회복
미래성장산업화

지역 주도의 투자유치
체계 확립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

1-2. 지역내 창업 및 사업화 기반의 다양화

2-1. 여건변화의 능동적 대응으로 미래경쟁력 강화

●
●
●

2-4. 자립 역량 강화로 제주형 1차산업 가치 제고

●

3-1. 일자리 중심의 지역산업 및 투자유치 정책 목표 설정

●

3-2. 지역·주민체감형 투자유치체계 확립

●

3-3.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와의 연계 강화

●

3-4. 일자리와 연계한 선별적·차등적 투자지원제도 확립

●

4-1. 산·학·관 협력에 의한 부문별 인력수급체계 강화

●

4-2. 기업의 우수 전문인력 유치 등에 대한 지원

●

4-3.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강화

●

4-4. 교육훈련과 인력양성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

5-1. 수눌음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제주형 사회경제
공동체 육성

●

5-2. 공유자산 형성 중심의 수눌음 경제공동체 사업모델 육성
5-3. 수눌음 경제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 구상

초장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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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관광 부문
● 총 12개의 실천전략 중 단기 4개 사업, 중기 5개 사업, 초장기 3개의 사업을 제시함

| 휴양·관광 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
목표달성시기
추진전략

실천전략
단기
1-1. 지역기반 청정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매력도 제고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 관광산업
집중 육성

글로벌트렌드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체질 개선

중기 초장기

●

1-2.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관광 기반 구축

●

1-3. 전천후 도시관광 콘텐츠 및 여건 조성

●

2-1. 휴양형 MICE산업 육성 및 활성화

●

2-2. 힐링의 섬, 웰니스투어리즘 선진화

●

2-3. 청정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화

●

3-1. 관광시장 다변화 위한 글로벌마케팅 실시

●

3-2. 관광품질 개선을 통한 제주관광 세계화

●

3-3. ICT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섬 기반 강화
4-1. 제주형 관광 협치체계 구축
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체계 구축

●

4-2. 지역커뮤니티 관광산업 참여역량 강화
4-3. 제주관광 맞춤형 창의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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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교육·복지 부문
● 총 14개의 실천전략 중 단기 6개 사업, 중기 6개 사업, 초장기 2개의 사업을 제시함

| 문화·교육·복지 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
목표달성시기
추진전략

실천전략
단기

문화로 행복한 제주만들기

1-1. 제주의 문화정체성 강화

●

1-2. 제주의 문화생태계 강화

●

중기

1-3. 제주 문화의 영향력 확대

●

2-1. 제주 공동체정신의 계승
제주 공감공동체 만들기

●

2-2.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제주 공감공동체 형성

●

2-3. 평화의 섬 전략 확대를 통한 제주 평화공동체 구현

●

3-1.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
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양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

●

3-2. 제주인의 성장과 제주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

●

3-3. 배움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제주 공동체 실현

●

3-4. 대학교육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

4-1.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

4-2.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확충

●

4-3. 모두가 누리는 생활안전 복지체계 마련
4-4.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

초장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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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미래비전 -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01 현안과제 선정

선정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실국본부의 행정분야를 융합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제주도의 우선순위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성격의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현안과제 가이드라인을 도출함

현안과제 선정기준
● 각종 국가계획, 광역개발권 핵심사업 선정기준 등에 활용된 사업선정 기준 검토 과정을 거쳐 제주특별자
치도의 발전전략에 적합한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선정기준을 제시함

|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선정기준 |

●

시급성
제
 주도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선결 현안과제 인가?

●

환경성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여 제주의 이미지
구현에 저해되지 않는가?

●

효율성
하
 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여러 가지 부문별 이슈를
복합적으로 해결 가능한가?

●

경제성
실행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인가?

●

효과성
파
 급효과가 크고 제주의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가?

●

통시성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관통하는 제주의
핵심가치 구현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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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안과제 도출 방법
● 현안과제 도출은 각종 문헌 분석, 도민설문조사, 언론자료분석,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현안 이슈 및 제주
도정과 도의회 면담을 통해 도출된 현안이슈에 대하여 환경보전, 지역경제, 도시 및 정주환경, 기반시설,
지역정체성과 공동체 5개분야, 28개 중분야, 44개 세부분야로 세분화하여 리스트화 함
● 리스트화된 현안과제는 빈도수(신문 등 언론분야에서 거론하는 횟수), 중복성(각 기관 또는 분야별로 중
복되는 횟수), 전문성(전문가 판단) 등을 고려하여 1차 필터링을 실시함
● 1차 필터링된 현안과제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분리하여 6개 부문에서 33개의 현안과제를 설정하고 33개
의 현안과제 중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12개의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현안이슈 도출 방법 |

환경보전, 지역경제, 도시 및 정주 환경, 기반시설, 지역정체성과 공동체
(5개 분야, 28개 중분야, 44개 세부분야)

도민설문
조사

언론보도
자료분석

도민
계획단

제주
도청

제주도민
(307명) 대상
현안 이슈
설문조사

감성분석
(도내외
일간지사설
키워드 분석)

도민·청소년
계획단에서
제시된 현안
이슈

102개

168개

165개

연구원

기타

관련 실·국·단
현안 이슈

국토연구원·
제주발전
연구원
의견 수렴

도의원 면담 및
질의 낼문 분석

132개

103개

42개

1차 필터링
(빈도수, 중복성, 전문성)

환경보전
(19)

지역경제
(42)

도시 및 정주
환경 (10)

기반시설
(7)

지역정체성과
공동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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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선정결과 |
부문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1. 지켜야할 환경자원 관리 가이드라인
2. 해안변의 종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생태·자연·청정 부문

3. 중산간지역 소규모 난개발 대응 가이드라인
4.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5. 청정 지하수 고유가치 관리·보전 정책 가이드라인

편리·안전·안심 부문
성장관리 부문

6.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7. 계획허가 판단기준 설정 가이드라인
8. 신(新) 택지 공급 방식의 원칙 재정립 가이드라인

상생·창조 부문

9. 일자리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성화 가이드라인

휴양·관광 부문

10. 도민체감형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문화·교육·복지 부문

11. 제주도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12.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03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수립방향

도출된 현안과제 가이드라인은 법정계획과의 연계체계 유지와 관련부서 협조를 통한 조례개
정(안) 등을 제시함
●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 관련부서 협조를 통한 제주지역의 조례개정 사항을 제안하고 과업수행 이후에
발생되는 각계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계획이 운영
되기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를 구축함
● 제주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마련·사업시행시 통일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주만의 스마트한 성장을 위
한 기본원칙이자 철학을 담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서 도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제주도민이 가지
는 역량을 결집하여 화합하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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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드 라 인

1

지켜야 할 환경자원 관리 가이드라인

(1) 목적
제주가 보유한 주요 환경자원이 추가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차단
● 현재 제주가 보유한 주요 환경자원(생태, 인문 등)들이 더 이상 각종 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
여, 제주의 정체성과 제주다움을 지켜나가기 위함

개별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갈등 여지 최소화
● 특정 자원의 보전과 관련하여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빈번하게 발생해 왔던 보전과 관련된
각종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추진방향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지켜야할 자원을 명확히 정립
● 지켜야할 자원을 정립하기 위해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의 목적이 지켜야할 자원에 대한 인식차이를 좁혀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일회성 설문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구성, 방식 등 세부사항은 정책보고서 추진전략 1-1참조)

지역공동체 참여로 환경자원 훼손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자원 훼손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교
육을 확대하여 환경 의식 제고 (※ 추진전략 1-2. 4-5 참고)

환경자원 훼손에 대응한 체계적 신고 및 조치체계 마련
● 환경자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신고에서 조치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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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

(4) 적용방안
도민과 정립한 지켜야할 자원요소를 토대로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 특정 자원의 반출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보존자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여 지켜야할 자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훼손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함
※ 세부사항은 정책보고서 1-3 도민참여를 통한 지켜야할 자원 정립 참고

도민과 정립된 지켜야할 자원요소의 활용(안)
●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과 관련하여 복원 의무화 요소로 설정함
※ 추진전략 1-2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참고

● 해안변 그린벨트의 공간적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보전해야 할 요소로 설정함
※ 추진전략 3-2 해안변 그린벨트 참고

마을단위 계획을 활용하여 지역여건 차에 따른 보존요소 반영
● 도 전체 차원에서 정한 지켜야할 자원요소에 더불어, 각 지역별 여건 차에 따라 추가로 보존해야 할 자원
들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계획 등에 명시할 수 있도록 조치함

환경교육시 도민과 정립한 지켜야할 자원요소 등 포함
● 초중고 환경교육시 자원요소의 보전에 대한 갈등, 도민과 정립한 지켜야할 자원요소, 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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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할 환경자원의 훼손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
지

표

기

준

적용여부

지켜야할 환경자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지켜야할 환경자원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정의되었는가?
① 지켜야할 자원과
제한되는 행위의
명확성과 인지도

각각의 환경자원에 대해 제한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는가?
자원별로 제한되는 행위는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었는가?
도민들이 자원별로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② 지켜야할
자원과제한되는 행위의
적절성

위의 제한되는 행위를 통해 각 환경자원이 보유한 생태적·경관적·인문·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가?
도민들이 정립한 지켜야할 환경자원 이외에 개별자원의 훼손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가?
도민과 정립한 지켜야할 자원들의 훼손여부가 모니터링 되는가?
지켜야할 환경자원이 훼손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가?

③ 모니터링 및
신고방식의 적정성

지켜야할 환경자원 훼손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신고 접수는 전화 및 앱 등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신고에 대한 보상체계는 마련되어 있는가?

④ 신고인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가 신고인에게 전달되었는가?
지켜야할 환경자원을 훼손할 경우, 이를 본래의 수준으로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⑤ 훼손행위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훼손되는 환경에 대한 균형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환경자원 훼손에 대한 복구행위를 통해 환경자원이 보유한 가치가 적절하게
복원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환경자원 훼손에 대한 복구명령에 불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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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드 라 인

2

해안변의 종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1) 목적
해안변의 각종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도입
● 해안변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침식, 경관 및 공간 사유화, 환경훼손, 해양오염 등의 다양한 이슈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안변의 일정영역을 통합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각종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함

해안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리로 해안변의 자연·이용가치 증진
● 제주 해안변 전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안변 전체를 유형에 따라 보존할 해안, 이용할 해안, 관리할
해안 등으로 구분하고, 각 해안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관리방안을 도입함

(2) 추진방향
해안변 그린벨트,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등 설정
● 해안변의 조간대, 해안사구, 도민들과 정립한 지켜야 할 자원요소 등이 단절없이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
도록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함
● 해안변에 연안침식, 경관 및 공간 사유화, 해양오염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해
안변 통합관리구역을 설정함
※ 해안변 그린벨트,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공간적 범위 설정 참고사항은 정책보고서 추진전략 3-1, 3-2 참고

전체 해안변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관리해안을 중심으로 기능 정상화 등 추진
● 제주 전체 해안변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맞는 차별적 관리방안을 도입함
● 특히 관리해안의 경우 이용가치가 높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일부 문제요인이 있는 해안,
그리고 보전가치가 높으나 경관이 훼손되는 해안으로 정책집행 대상으로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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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가 공유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공유수면 등 해안가 관리계획(2015)에서는 자연성 보전 및 회복, 관광
명소화, 토지이용관리, 접근성 개선(사유화 원상복구 등), 경관관리의 5개 관리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 이
틀에서 관리해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 등을 추진함
※ 도에서 추진 중인 해안가 경관저해지역 환경개선사업, 연안비경 발굴사업 등은 해안유형별 관리와도 직접적으
로 연계되는 사항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3)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연안관리법」

(4) 적용방안
해안변 전체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해안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리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해안변 그린벨트,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해안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해안변 종합관리계획 수립
● 해안변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전체 해안 중 문제시되는 해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대상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체계적으로 조치함

경관개선 명령제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해안 경관을 훼손한 채 방치된 시설
등에 대해서 공공이 경관개선 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해안생태계 위해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모니터링 제도 의무화
● 해안변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안개발사업뿐 아니라 하천정비사업 등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도 해안생태계 위해 소지가 있는 사업은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염발생시 원인자 부
담원칙에 따라 복구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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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협의서 작성기준 보완
● 해안도로 및 호안조성사업,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연안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인공구조물 구축에 따
른 해안침식 영향이 의무적으로 검토되도록 보완함

| 해안변 관리 체크리스트 |
지

표

① 환경자원 보전

기

준

해안변에 위치한 도민들과 정립한 지켜야할 자원들이 각종 행위로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전되고 있는가?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행위(하천정비사업, 개발사업,
육상양식장 등)가 이루어지기 전/후로 인접 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가?

② 해양환경 오염

사전/사후 모니터링 결과 오염 발생시, 이를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양환경오염 유발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누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안도로 개설시 효율성, 경제성보다 해안사구 등 해안변 생태계의 온전한
보존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③ 생태계와 생활환경

해안변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공구조물 설치사업 등 해안환경에 직접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들의 경우, 그에 따른 침식, 월파, 생태환경 등의 영향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었는가?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및
모니터링,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안변의 건축물의 사유화 행위로 해변으로 접근이 차단되거나 제한되지
않는가?

④ 공공성
해변으로 진입하는 주도로에서 한라산을 바라보았을 때, 건물군들로 인해
한라산 조망이 완전히 차폐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가?
노후화된 시설이 방치된 채 경관을 저해하고 있지 않는가?

쓰레기 등 미관저해지역이 방치되지 않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⑤ 경관
기암군락지, 현무암해변 등 관광자원화 가치가 높은 해안변에 대해서는
관광자원화 등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해안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각종 건축물의 입지 등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해안변의 가치가 저하되고 있지 않는가?

280▪ 제주미래비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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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산간지역 소규모 난개발 대응 가이드라인

(1) 목적
중산간 내 소규모 난개발 문제에 대응
● 중산간이 가진 잠재력과 경관적, 생태적 가치가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자연경관 관리기법 도입 등을 추진함
※ 미래비전에서 중산간 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제안한 추진전략 중 현안이슈인 소규모 난개발 대응에 대해서만 제
안하였으며, 중산간을 대상으로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추진전략 2-1. 중산간에 대한
보전·이용구상 참조

(2) 추진방향
과도한 환경부하를 유발하는 중산간 내 산발적 주택공급과 지하수 추가 사용 억제
● 중산간 내 신규주택이 산발적으로 입지하여 경관 훼손, 지하수 등의 추가사용, 불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은 중산간 거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증·개축으로 한정하고,
기존 마을과 연계하여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주요 오름 등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강화
● 오름 등 주요 경관자원의 가치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에 어울리는 색채를 활용
한 경관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중점경관관리 구역 설정 등으로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역량
을 강화함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중산간 자원과 연계한 소규모 관광 및 체험사업으로 전환
● 중산간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양하고, 중산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자
연·인문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 친환경적 소규모 관광 및 체험사업 중심으로 중산간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함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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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4) 적용방안
개발행위 허가기준 보완 : 주택공급 관련
● 중산간 거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주택 증·개축을 허용함
• 현재 중산간 거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 측면에서 허용함
● 주택신설은 중산간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거나, 곧 영위하게 될 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함
• 중산간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에 의해 중산간 내 신규주택이 산발적으로 건축되고, 지하수가 추가적으
로 이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제어함
● 주택이 산발적으로 입지되지 않고 기존마을로 유도함
• 주택 등의 신규건설로 인해 지자체의 인프라 추가공급이 필요할 경우, ①이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
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나, ②추가 인프라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함
●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생태환경, 지하수 함양기능, 경관 등에 대한 추가적 훼손이 일어나지 않
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소규모 산발적으로 입지함으로서 경관훼손이 없을 경우에만 허가함

개발행위 허가기준 보완 : 관광개발사업 관련
● 중산간 자원과 연계한 소규모 관광 및 체험사업은 허가를 고려함
• 인문자원환경과 연계한 사업유형으로는 목축문화를 활용하여 조랑말 체험공원을 조성한 녹산장, 목
축을 유지하면서 생태관광상품으로 활용 중인 상도리 공동목장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 자연환경자원과 연계한 생태자원 관광사업유형은 선홀1리 람사르마을, 하례리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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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환경자원과 연계한 개발유형 사례 예시 |

●

녹산장: 목축문화를 활용하여 조랑말 체험공원
조성하여 관광지화

●

- 위치 : 표선면 가시리 큰사슴이오름과
따라비오름에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일대

상도리 공동목장 : 목
 축을 유지하면서
생태관광상품으로 활용
- 위치 : 구좌읍 중산간 위치
- 주요 환경가치 : 공동목장, 다랑쉬오름,
용눈이오름

- 주요 산업 : 마산업(공동목장 운영 :
가시공동목장, 제동목장 등)

- 주요산업 : 목축 + 테마파크(제주레일파크)가
공존하는 목장

- 중점 환경가치 : 상잣성, 중잣성, 하잣성,
갑마장, 가시리 공동목장, 성읍민속마을, 조랑말
체험공원, 조랑말 박물관(우리나라 최초로 마을이
설립한 리립박물관)

- 주요 운영내용 : 마을회에서 공동목장 중 일부를
제주레일파크주식회사에 20년 장기임대
- 마을과 상생을 하기 위해 테마파크 안에서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 개설, 직원 중 50%가 마을주민으로
이루어짐

- 가시리공동목장 중 일부에 풍력발전시설(23기)
설치/운영(마을 수익모델, 10억원/년)

| 자연환경자원과 연계한 생태자원 관광사업 유형 사례 예시 |

●

선흘1리 람사르마을 사례
- 중점 환경가치 : 선흘곶자왈, 먼물깍습지
- 세계자연유산마을, 생태우수마을, 람사르
보호습지마을 지정. 명품마을 코디네이터 배치,
주민교육, 친환경숙소(에코촌),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지역홍보 등 지원
- 2015~2016년 까지 친환경 생태체험
숙박시설(에코마을) 조성

●

하례리 사례
- 중점 환경가치 : 효돈천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2013, 환경부). 생태체험
기반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 생태관광 우수자원 발굴·육성하고, 하천과 오름을
연계한 트레킹, 수학여행단 유치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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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경관 유지
● 경관 조례 내 중점경관관리구역선정 조항 신설 및 시행규칙 반영(형성·관리·보전형)

| 중산간지역의 종합적 관리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지

표

기

준

도민들과 정립한 지켜야할 자원이 훼손되는 않는가?
중산간의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① 공통사항

지하수 함양기능을 저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여지가 없는가?
에너지 공급, 하수처리 등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는가?
중산간 거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업인가?

② 주택공급

③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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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거나, 곧 영위하게 될 주민을 위한 시설 및
주택 증·개축인가?
기존마을에 인접하여 이루어짐으로서 불필요한 인프라 설치를
최소화하였는가?
중산간이 보유한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과 연계한 사업인가?
중산간 거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적용
여부

가 이 드 라 인

4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1) 목적
제주 에너지 자립의 실현
● 에너지자립은 에너지의 정책부터 실천까지 전 과정에 제주도민이 적극 참여하고 제주의 협력적 에너지
공동체 자본을 기반으로 한 청정 제주를 만드는 것임
● 에너지자립의 실현은 제주의 취약계층 및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와 자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에너지자립 사회를 만들기 위함

(2) 추진방향
청정을 기본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자립목표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도입을 선정함
● 청정 에너지원 중심으로 발굴 및 다각화하여 화석연료 의존도 저감,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
함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 유도 및 청정 에너지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자립함

도민 참여형 또는 주도형 에너지 공급 모델 도입
● 에너지 정책부터 실천까지 전 과정에 제주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고 협력적 에너지공동체 자본을 기반
으로 하는 모델을 도입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이익을 유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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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현재 제주도의 에너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제주특별법)과 이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실행계획(예.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을 통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에너지기본조례」 제5조~13조
●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18조, 제20~22
조, 제24조
● 「도서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 규정」
● 「제주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관리·운영 규정」

(4) 적용방안
제주에 적합한 청정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다각화
● 에너지원 도입시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제주의 이미지 및 주변 경
관과의 조화 등 예술적, 창의적 및 친환경적 디자인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초기 투자설비비용 및 회수기간 등을 감안,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확대 적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최소화함

국책 사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시 에너지 자립화 의무
● 제2공항 등 주요 거점의 국책사업과 대규모사업 추진 시 에너지의 자립화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
지 정책의 모범적인 장소가 되도록 추진함
●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감대 및 예측성을 공유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 우선적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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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제로하우스 도입
● 타운형(지구단위)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신규 택지개발지역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에
너지 자립타운을 조성함
• 정부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상용화 R&D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에너지 진단 및 건축물 효율 개선 의무 강화
●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에서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 새는 에너지가 없는지 등 개선사
항을 진단하고 인증제도를 통한 관리를 강화함
● 에너지 저효율 건축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퓨니티브(punitive)제도를 운영 함
• 1단계 : 설정된 에너지 효율기준을 달성해야 하는 건물임에도 노력을 하지 않는 저효율 건물에 주의
조치함
• 2단계 : 에너지 효율개선 미이행 건물 명단 공개를 통하여 건물가치의 하락 가능성 등을 환기시킴
• 3단계 : 효율개선 지속 거부 건물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금전적 패널티 부과를 통한 의무이
행을 강화함
● 에너지 진단 이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예. 단열개선, LED 전등 교체,
대기전력 콘센트 보급 등) 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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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지

표

기

준

태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자립시설이 도입되었는가?

① 설비도입

지역에 적합하고 적용이 용이한 기술이 도입되었는가?

에너지 저장시설 등 IT 융합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가?

주택 단열강화 등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보급지원
LED전구, 신재생설비 부품 등 에너지 자립/절약 관련 상품 판매를 하는 곳이 있는가?

에너지 자립마을 참여를 위한 그린리더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이 있는가?
③ 교육·홍보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정기술 등 신규 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행사가 개최되는가?

에너지자립마을 현황, 정보공유, 성과홍보 등을 위한 쇼셜네트워크 확립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협력네트워크
제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소통을 위한 기반을 구축 히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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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가 이 드 라 인

5

청정 지하수 고유가치 관리·보전 정책 가이드라인

(1) 목적
● 제주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수질관리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인 지하수의
활용 가치를 증대함
●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여 제주도
민들이 청정수자원인 지하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지하수 환경을 조성함에 있음

(2)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통해 청
정한 지하수 환경을 조성
● 지하수 자원을 좀 더 가치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고수질을 요하지 않는 물은 대체수자원을 이용하기 위
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함

지하수 관리 및 이용규제 강화
●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도의 한정된 자원으로 도민 모두의 공동자산이라는 원칙하에 지속 이용가능한 자
원으로 공공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의 양적 개발에서 수요관리 및 보전을 위한 이용체계로 전환 함

지하수 이용률 축소 유도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대체수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킴
● 빗물이용, 해수담수화,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이용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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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현재 제주도의 수자원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제주특별법)과 이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하수도법 관련
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하수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지하수관리 조례」 제3조~8조, 제21조
●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7조
● 「수도급수조례」 제4조, 제9~10조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
● 「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제12조, 제15~16조, 제21~25조, 제27~30조
●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6조

(4) 적용방안
지하수 공공관리 엄격히 강화
● 공공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사설 지하수 시설 정비 및 억제 정책을 강화함
• 사설 지하수,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 지하수 신규 허가를 지양함
• 기 허가된 지하수 이용량을 고려하여 허가량 재조정 관리 및 신규허가를 지양함
● 지하수 주 함양지역에는 개발사업 및 개별 개발행위허가 등을 배제하여 청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
된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함
• 지하수 주 함양지역내 점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를 위하여 중산간지역 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
대 지정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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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지하수 보전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 방안 마련 및 실행계획을 수립함
•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기존사업은 물론 신규의 대규모사업 추진에는 반드시 대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이에 대한 공적활용방안을 제시토록 함
• 수계를 고려하여 상류부에 기존 대학교, 공용의 청사 등 공공 및 민간시설에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활용을 의무화함

지하수 이용 질서 확립
● 먹는 물을 포함한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되 고 수질을 요구하지 않는 농업용수 및 기타용수는 지하
수외 활용 가능한 다원적 수자원(빗물, 하수처리장 방류수, 염지하수 등)의 이용 강화 및 의무화함
● 지하수 허가시 이용 목적이 아닌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관정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
치를 시행함

사전예방적 수질 및 수량관리
● 지하수 오염원(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을 분석하여 지하수 수질을 예측함
● 제주도 지하수 수질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관리 기준을 강화함
●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연구 및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함

지하수 정책을 뒷받침할 인프라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관리 선진화
● 조직 확대 및 이용부담금, 지역관리계획 정착을 지원함
●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제주 지하수의 청정 공유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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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지하수 고유가치 관리·보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지

표

기

준

사설 지하수 시설에 대한 공공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지하수
활용과 보전

지하수의 지속적인 조사·관측·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하수 주 함양지역에는 개발사업 및 개별 개발행위허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자체처리(상·하수)를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② 인프라 강화
정기적으로 지하수 오염원(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 물 재이용

신규사업 추진시 대규모 빗물이용시설 등 물재이용을 위한 관련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을 위한 기초데이터가 구축 되어 있는가?
④ 통합관리
지하수의 청정가치 정책을 위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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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가 이 드 라 인

6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1) 목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측면 강화
● 제주도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함
● 조직의 정비, 협력체계 구축, 방재개념의 도입, 민간부문과 협력 등 다 부서 간의 협력을 강조함

제주도의 선진 안전도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작성
● 주요 방재·방범 분야별 선진 안전도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안전 및 재난관리의 선진체계를 확
립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추진방향

‘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행함
● 재난저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으로 재난관리 업무의 토대를 마련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강화시킴
● 재난 위험도 데이터 수집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함
● 재난저감을 위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제주도의 다양한 부문에 재난 저감정책을 반영함

도민 생활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도민들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
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증진시킴
●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재난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에 대한 “재해약자 안전 환경 확보방안”, “도민 자율방재 교육·훈련”등의 생활안전 환경조성
강화대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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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

현재 제주도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제주특별법)과 이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계획에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3조~25조, 제30~4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18조

(4) 적용방안
상호 협력
● 제주도의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통
한 여러 관점과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함
• 협력체계를 통한 제주도의 재난관리 대응역량 강화 및 다양한 재난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며, 재난 저감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전략, 정책, 조치 등을 통합함
● 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와 위험저감의 통합하여 실행함

재난 위험도 평가체계 구축
● 조기경보를 위한 제주도 전역의 위험도 평가체계 마련하여, 위험도에 대해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갱신하여 정보를 제공함
• 사용자들의 위험도 지식을 보완하고 정책 의사 결정자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도민 중심의 조기경보체계를 위한 역량 평가 및 강화
• 조기경보시스템은 재난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와 손실 및 재난 취약도를 감소시켜주고 충분한 시간
내에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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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 도민의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민의 폭 넓은 이해와 참여를 통한 재난저감 정책의 효율
성을 제고시킴
• 재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민간부문
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협력이 필요함
● 재난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영역 속에서 훈련과 학습의 반복을 통한
재난 저감 역량을 강화함
● 재난저감 정보와 지식의 파급 및 홍보를 통해 재난저감 문제에 대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얻게 하여 재난의 조기 경보 발생시 정보의 빠른 확산을 가능하게 하여 도민들의 신속한 재난을
대응함

재난저감 정책과 통합된 제주도 환경, 도시·토지이용, 건축계획을 수립
●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환경 이슈와 연계하여 환경 및 자원관리와 재난 위험 저감의 연계한 환경관리 정
책을 수립함
● 도시의 재난저감 역량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함
● 건물과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 2차 피해를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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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지

표

기

준

종합방재체계를 위한 재난별 관리 및 긴급구조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가?
①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대응메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성능 개선·확충 및 대피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② 재해예방인프라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위험도 등 신속대응체계가 확립되어 있는가?

재해약자 안전환경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③ 안심생활환경

도민들의 생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적 운영시스템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도민들의 자율적인 방재방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자연재해 예측 및 관리체계에 대한 신속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④ 안전 정보화
방재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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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가 이 드 라 인

7

계획허가 판단기준 설정 가이드라인

(1) 목적
청정과 공존 원칙에 대한 부합여부를 기준으로 개발사업 허가여부를 결정
●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계획허가제는 계획내용(사업의 성능)을 대상으로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위원회 등을 통해 판단하는 허가체계로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주도가 추구하는 청정
과 공존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라는 특징이 있음
● 단,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사업을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청정
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은 무엇인지, 어떠
한 수준(또는 정도)까지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먼저 정립
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방향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기준가치 정립
● 개발사업 허가기준으로서 청정과 공존은 다양한 각도에서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형
태로 큰 틀에서 원칙과 최소한의 수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보가 필요함

|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대한 원칙(안) |

1. 청정과 공존은 어떠한 사업에서라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로, 개발로 인한 경제적 편익 등 다른
가치가 높더라도 청정과 공존을 훼손하면 결코 허가될 수 없음. 즉, 환경파괴 비용을 지불(환경훼손 부담금
등)하면서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은 더 이상 불허
2.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제주에서의 모든
개발사업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켜나가야만 허용된다는 의미
3.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자연을 훼손할 경우에도, 적절한 행위 및 조치 등(선진적 기술, 공법, 혁신적 조치 등)을
통해 교환 및 복원이 가능하다면 가치가 지켜지는 행위로 수용
4. 위의 사항은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공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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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계획허가 기준 수립방향 마련
● 해안변과 중산간의 계획허가 판단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육상양식장, 산발적 주택공급 등의 이슈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관 및 환경훼손, 환경부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별도의 차별화된 판단기
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3)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청정과 공존이라는 정성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제도
의 틀에서 일부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협상을 통해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
면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영국 계획허가제의 틀을 제주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심
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기존 토지이용체계와 충분히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오히려 추
가적인 규제가 될 수 있는 역효과가 우려됨. (※계획허가제에 대한 세부 사항과 도입방향 검토내용은 정책보고
서 추진전략 참고)

(4) 적용방안
해안변 계획허가 고려사항
● 해안변 거주민의 생활편익이라는 공존의 가치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청정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 대해 허가하도록 함

| 해안변 허가유형 및 불허유형 예시 |
구분

허가유형 예시

불허유형 예시

도로
개설

-해
 안변이나 이미 도시화된 구역에서의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안사구
단절, 생태환경 파괴의 영향이 없는 경우
-도
 시화되지 않는 도로개설사업이나 첨단 기법 및 친환경적 기술과
디자인 등을 통해 생태환경이 단절되지 않고 해안사구의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의 사업

- 도시화되지 않는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사업으로
해안사구 단절, 생태환경 파괴,
연안침식 가속화 우려시

주택
신설

-도
 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미한 확장으로 생태환경 파괴 및 경관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 생태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주택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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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함
• 보전해안의 경우 원칙적 행위 금지, 관리 및 이용해안의 경우 허가제를 통해 결정하되, 해안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판단기준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함
| 해안 영역별 허가 원칙 및 가치 판단 예시 |
영역

원칙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따른 판단 예시

보전
해안

모든 건축 및 개발행위 금지

올레길 주변 등 경관이 우수한 장소 주변에 산발적으로 입지하는
나홀로 음식점, 숙박시설 등 보전해안 입지 불허

관리
해안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부합여부를
고려하여 허가

육상양식장의 경우 관리해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가급적
집단적으로 입지시키며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완비하고, 해안가에서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디자인 등이
가능할 경우에만 허가

이용
해안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부합여부를
고려하여 허가
※이용해안 대상의 별도 지침 마련
※사빈 등 해수욕장 주변에 대해서는
강화된 계획기준 마련

해안변 및 해변경관에 대한 훼손, 사유화가 우려되는 배치 및 형태
불허, 해변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주봉에 대한 조망 침해 불허,
해변으로의 공공의 접근성 보장 등
이용해안에 대한 별도의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보행로 확보규정,
연암침식 방지규정 등 세부사항 준용여부 확인

중산간지역 계획허가 고려사항
● 중산간 거주민의 생활편익이라는 공존의 가치를 고려하여, 도로와 주택 등 기본 생활인프라에 대해서는
청정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함
| 중산간 허가유형 및 불허유형 예시 |
구분

도로
개설

허가유형 예시
-이
 미 도시화된 구역에서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지하수
함양기능, 생태환경 파괴의 영향이 없는 경우
-도
 시화되지 않는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첨단 기법 및 친환경적
기술과 디자인 등을 통해 지하수 함양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생태환경이 단절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종류의 도로개설

불허유형 예시
- 도시화되지 않는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사업으로
불투수면적 확대, 지하수 함양능력
저해, 생태계 단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사업

● 보전구역의 경우 원칙적 행위 금지, 관리 및 선계획구역의 경우 허가제를 통해 결정하되,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판단기준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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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원칙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따른 판단 예시

보전
구역

모든 건축 및 개발행위 금지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개발사업 배제

관리
구역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부합여부를
고려하여 허가(Permit)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지하수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 공급 불가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부합여부를
고려하여 허가(Permit)
※공공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유형을
발굴하고 예시적 형태로 제시
※특정 구역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수용

중산간의 인문·생태환경을 활용한 소규모 관광/체험사업은 허용될
필요성이 높은 유형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산간 자연의 청정성을
유지하면서 중산간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고, 중산간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당위성과 가치, 주민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업

선계획
구역

| 계획허가제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체크리스트(공통사항) |
지

표

기

준

도민들과 정립한 지켜야할 자원이 훼손되는 않는가?
① 환경자원의 보존
불가피하게 환경자원 훼손이 발생시, 이에 대한 복원계획이 있는가?

② 도민과의 공존

사업추진으로 인한 도민과의 갈등발생 여지는 없는가?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 중 가장 효율적인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이 적용되었는가?

환경변화를 최소화한 개발기법(LID기법)적용하였는가?
③ 환경부하 최소화
오염유발 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유출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가?

에너지 자체생산, 일정 폐기물 자체처리 등을 위한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가?

④ 생태계

동식물의 이동경로, 생태축 연계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⑤ 공공성

경관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등 공공성 훼손우려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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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가 이 드 라 인

8

신(新) 택지 공급 방식의 원칙 재정립 가이드라인

(1) 목적
지역중심형 발전모델로 새로운 택지 공급
● 입지, 자족성, 주변 도시와의 전략적 연계방안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모델을 설정함
● 새로운 택지공급과 함께 삶의 편의를 위한 각종 도시 시설을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도
농 특화와 융합이 가능한 네트워크 시티(Network City)를 조성함

우수한 경관 창출로 제주 경관 가치 확립
● 우수한 경관 창출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현상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일정 이상의 질적 수준을 확보
한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와 조례를 개정함
● 경관심의 및 경관관리체계 강화, 행정 지원조직 구축으로 환경수도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관자치
법규 개정 및 확대·적용을 통한 실효성을 강화함

(2) 추진방향
지역 균형 발전 중심의 택지공급계획 수립
● 우리동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동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
고 읍·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원칙을 마련함
● 사업방식, 사업주체 등에서부터 평균공급주거면적 등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

제주 경관자산 관리를 위한 원칙 적용으로 경관심의제도 구축
● 중산간 지역 및 해안 변에 신 택지를 공급하게 될 경우, 제주가 지켜야할 경관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
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배치 등에 있어 경관 관리 원칙
을 적용함
● 경관법에 의거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엄격한 심의제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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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규정

현재 제주도 택지공급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2007년 제정된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에 근거하여 신규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가급적 지양하려 했으나, 부동산 및 지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가 크게 상실될
것으로 우려되어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계획적 주택공급을 유도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조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구별 조례」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제6조 지원지역 선정 구체화
● 「경관법」 제26조 경관심의제 도입 및 제3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8조 구체화 및 시행규칙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4장 경관협정제도 확대·적용

(4) 적용방안
동 지역 외부확산 억제
● 제주시, 서귀포시 등 시가화구역의 외부확산을 막고 주거지역의 순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주거 공급

읍·면 지역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읍·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함

제주 경관자산 보호
● 제주의 경관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경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경관관
리구역 등 가급적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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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경관관리계획의 목적 |

지역별 통합적
경관형성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제주 경관계획의
실현화

제주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주 전체에 대한 동질적 경관을 형성
제주의 우수한 경관형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한 가이드라인 수립
2014년 경관법 개정에 따라 제주 전체에 적용 가능한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제주는 다수의 경관관련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가이드라인 등의 실행장치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지침으로 인해 경관형성의 어려움 발생
기존 경관관련계획들을 분석하고 재정립하여 경관계획의 효율적 틀을 마련하고, 경관심의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경관계획의 실현 도모

중점경관관리역 등 지정
● 주거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중산간지역이나 해안변에 고밀도로 들어서게 되면 경관적으
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므로 강력한 심의 기준을 통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밀도 및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적
용함
● 건축물, 색채, 야간경관,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오픈스페이스 등 구성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장소적 특성을 반영함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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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新) 택지 공급 방식의 원칙 재정립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지

표

기

준

도시관리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인가?

① 지역중심성

상당한 자족기능을 보유하였는가?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 존재하는가?

물, 전기 등 개발부지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는가?
② 친환경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녹지확충, 친환경 건축 등 도시환경 보전, 복원, 창츨을
하였는가?

지역의 자원성, 생태관광, 생태문화탐방로 등 도시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가?
③ 경제성
친환경 지속가능도시에 의한 지역적 고용효과를 증진하였는가?

건축물을 자유롭게 배치하되 주변과 조화롭게 여건에 맞추어 배치하였는가?

④ 제주 경관형성

대상지 어느 곳에서든 한라산, 오름 등 제주경관자산을 향한 열린경관을
형성하였는가?

외부조망을 고려하여 색채/조명/식재 등 경관요소의 통합계획을 수립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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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가 이 드 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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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성화 가이드라인

(1) 목적
투자 기업이 지닌 일자리 창출 역량을 현실화하여, 도민의 일자리 확보 지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에 선행하여, 제주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
및 관련 제도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투자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보다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일자리 정보의 제공,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인력 충원 지원
● 투자와 고용간의 연계성이 약화됨에 따라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동일시하던 기존 접근의 한계가 노
출됨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가적 문화 함양, 창업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내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나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 과제임

(2) 추진방향
대규모 투자자 및 지역 대표기업의 인력충원 수요를 기초로 인력수급계획 수립
● 대규모 투자자 등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숙련분야의 경우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
에서 우선 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제주도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우선 배
정을 추진함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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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을 위한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 기업 고용계획에 따라 인력채용이 필요할 경우 도내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함
● 도내 교육훈련이 어려운 특정 숙련직종의 경우 지역 외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인력양성을 위탁할 수 있
도록 지원함
※ 훈련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체결

지역 외 고급인력의 유치에 대한 지원
● 투자기업이 도내에서 부족한 특정 분야의 고급인력을 역외에서 유치하고자 할 경우 주거확보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

현재 제주도 투자유치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200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제주특별법)과 이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사항은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국제자유도시법)에서 결정

● 「개발사업시행승인조례」 제5조
● 「투자진흥지구 조례」 6조
● 「투자진흥지구 조례」 6조 2항의 구체화 및 시행규칙
● 시행령 제37조 해제기준에 시행령 제36조 8항
● 「투자진흥지구 조례」 별표 2〕지정계획 세부내용의 7호
●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고용추천계획서
● 「투자유치조례」 제20, 제2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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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방안
표준화된 일자리 개념 도입
● 투자와 일자리의 연계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간에 비교 가능한 객관화된 일자리 개념을 도입함
●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자사업 간의 비교가 가능해짐으로써 합리적인 투자 유치·관리와 투자 지원방안
을 마련함

「상세고용계획」 수립과 「고용평가」 제도 도입
● 기업의 고용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인력양성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필요 인력 충원을 지원하고,
지역인력의 구직 가능성을 제고함
● 기업에게 구체적 고용계획 수립을 유도함으로서 해당 투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고,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함

일자리와 연계한 「선별적·차등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 기여가 큰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함
● 계획 대비 고용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계획의 집행력을 담보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를 개선함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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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와 연계한 투자유치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지

표

기

준

- 상근고용기준의 일자리인가?

① 근로여건

- 최소한의 기간 이상 근로가 보장되는 일자리인가?

- 법률이 정한 기준 이상의 급여가 제공되는가?

- 지역인재 채용 비중 70% 이상인가?

② 고용계획

- 지역업체와의 협력사업이 있는가?

-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 투자지역이 환경적으로 위해가능성이 높은지역인가?
③ 투자환경
- 개발사업 면적에 비행 토지를 과업 과다하게 점유하는 사업인가?

- 자본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었는가?

④ 투자금액

-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미래유망한 사업에 투자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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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가 이 드 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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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감형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1) 목적
청정한 제주자연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
● 제주 관광의 수용력을 고려하여 질적 성장과 가치창조 중심의 관광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며, 제주 청정
자연가치 보전 및 지속성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을 발굴·운영·유도함
● 제주관광의 개발과 진흥을 위해 청정과 공존의 새로운 가치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 발굴로 관광산업
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된 균형있는 관광사업을 도모함

도민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기반 마련
● 관광객 유입을 통한 사업추진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제주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관광산업기반을
마련함
● 도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일자리 창출, 참여기반 확대, 복지 등을 지원하고, 도내 인력의 건전한 수요
및 공급체계 확보로 지역사회기반형 관광사업 추진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쾌적하고 생산적인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함

(2) 추진방향
제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관리
● 제주가 지켜야할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하수함양지대 등에 해당하는 개발사
업은‘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함
● 제주의 청정자연과 문화가 담긴 관광콘텐츠 및 시설물의 도입시 제주도의 정체성 및 관광지와의 차별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이용·개발유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함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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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고품격 관광산업의 중점 유치로 부가가치 창출 확대
●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융복합산업의 중점 유치를
지원함
● MICE, 웰니스, 레저산업 등의 산업기반형 융복합 관광은 소규모 시설의 난립보다 균형있게 시설을 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숙박시설 중심의 숙박단지형 개발은 지양함
● 제주의 생태, 문화, 역사, 산업자원을 연계하는 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영활동에 친환경적 요소를
결합하여 친환경 관광경영활동을 유도함

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추진체계 구축
● 제주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전통산업 및 향토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프로
그램을 마련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제주의 관광산업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악영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여 저감하는 등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교육, 문화예술, 지역
재활력 등) 이행함
●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기업의 지원 및 현장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 채용
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함

(3)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 제73조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방침」(′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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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방안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의 개발기준 및 관리준칙 마련
●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의 일부개정을 통해 사업추진과정별 항목을 재정비하
여 이를 토대로 사업을 계획하도록 유도함
● 계획의 적정성, 건전성, 지속가능성과 부합성 및 일관성 등의 주요 검토사항 지표를 마련하고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우수 사업 인센티브를 지원함
●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보전기준을 적용하여 제주 환경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제주 고유한 경관과 생
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함

고부가가치 융복합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마련
● 제주의 발전전략에 부합되는 MICE, 웰니스 등의 융복합 관광산업 유치로 지역성장을 촉진함
● 제주의 지역경제 및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서비스의 개발로 지역내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함

도민체감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기준 제시
● 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은 지역사회협력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및 지역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함
● 전통문화(고유문화)의 활용성을 높인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를 통하여 핵심 연결고리인 ‘관광’을 중심으로 「관
광-일-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커뮤니티 비즈니스 구성·운영이 가능하도
록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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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체감형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지

표

기

준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개정안)을 준용했는가?

①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기준

미래비전이 제시한 「지켜야할 자원」관리에 입각한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계획의 적정성, 건전성, 지속가능성 및 일관성 등을 고려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친환경 경영 및 친환경 관광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해당 사업 및 행사가 제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가?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관광산업 표준화

해당 사업 및 행사가 지역의 산업과의 연계성, 파급효과가 높은가?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친환경, 지역상생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사업의 계획과 운영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였는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운영 및 협력계획이 있는가?

③ 지역사회 협력기준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고용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지역 생산품(식자재 포함)을 우선 구매하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는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 또는 직업교육 등의
지역역량강화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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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가 이 드 라 인

11

제주도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1) 목적
도시재생과정에서 멸실, 훼손되는 문화자산의 보전
● 제주 원도심 지역은 탐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탐라문화의 오랜 역사가 남겨져 있는 곳으
로 각 시대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존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한 지역임

제주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가치 활용
●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한 도시재생 콘
텐츠의 발굴이 가능하고 지역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상업활동 회복, 물리적 환경개선 등의 도시재생
효과의 기대가 가능함

(2) 추진방향
제주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대
● 제주 원도심 지역은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제주사람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원도심 재생사업 시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유지하도록 함
● 원도심 지역은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신개발지와 차별화된 문화적 가치가 유
지되도록 함

제주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 도모
●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터, 일터의 안정화 및 문화예술 인력의 유입을 통한 지
역 활성화를 도모함
● 지역자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활동 공간의 형성을 통해 원도심지역의 물리적 도시재생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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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3조(도시재생사업) 2항에 근거하여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
록함

제13조(도시재생사업)
②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및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항에 근거하여 원도심 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현재
지정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라 함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4) 적용방안
원도심공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콘텐츠 유지
● 원도심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자산의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도
록함
● 개발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멸실된 유형 문화자산의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복원 및 재현하
도록 하며, 이를 통해 원도심지역의 정체성이 강화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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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지역의 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태계 형성
● 원도심지역의 문화재생은 전문기획자, 주민, 문화예술인 및 공공행정 주체의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
되도록 하여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활동과 공간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함
● 원도심 지역 내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화생태계의 정착을 위해 사
회적, 경제적 재생계획의 해당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문화재생을 위한 전문인력은 원도심 지역에 상주하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활동가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원도심지역의 문화기반 형성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함
● 원도심 지역 내 기존 문화예술 공간의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 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환경 조성
● 원도심 지역 내 도로와 골목길, 주택과 건축물, 공원과 수목, 지형 등의 유지를 통해 원도심지역의 원형
보존에 대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 원도심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건, 시대별 일상의 추억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는 문화예술적 활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공간적 맥락이 유지되도록 함
● 원도심지역의 공간적 스케일감이 유지되도록 대형건물의 신축, 콘텐츠만 강조된 이질적 공간조성과 조
형물의 설치는 지양하도록 함
● 신축보다 기존 건물과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맥
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모하며, 이를 위해 원도심 지역 내 빈집, 공터, 자투리 땅 등 유휴공간이 확보되
도록 함
●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간판, 가로시설물,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경관 가이
드라인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되도록 작성되고 및 적용하도
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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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재생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지표

기준
유형/무형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발굴되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역사적 사건, 소설 등을 통한 스토리텔링)

① 문화콘텐츠 유지

기존 원도심지역내 유형/무형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적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계획에 포함하였는가?
문화콘텐츠 활용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계획이 문화적 재생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원도심지역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현황(숫자, 장르, 활동공간
및 상황 등)이 파악되어 있는가?

문화예술인
및 단체

원도심 지역에서의 활동상 제약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고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문화예술인의 활동거점 공간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②
문화
생태계
형성

기존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개선 및 조정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문화전시·
공연공간

원도심지역 내 공가 및 폐가, 여타 개발가용지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공간을 파악하였는가?
원도심지역내에서 문화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계획은 반영되어 있는가?
원도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수요는 반영되어 있는가?

지역주민
문화수요

원도심
공간구조
(도로, 필지)

③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

공공공간
(공원, 녹지,
광장)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발생될 주민과의 갈등해소에 대한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가?
원도심지역 공간구조(지형, 도로, 필지)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가?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원도심 공간구조에 대한 복원계획은 포함되어 있는가?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분위기 유지를 위한 공공공간(공원, 녹지, 광장
등)확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가?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분위기 재현 및 형성을 위한 공간 및 경관 형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가?
원도심지역의 스케일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경관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가?

건축·시설물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통한 원도심 풍경의 유지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원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과 소설 등 문화작품을 통한
문화콘텐츠가 공간에 검토, 반영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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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여부

가 이 드 라 인

12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1) 목적
정책 입안전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로 갈등관리 방안 마련
● 제주미래비전의 갈등관리는 예방적 접근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제주특별자치도)가 판단을 하
여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라 갈등 조정 관리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 전이라도 이해관계자가 참
여할 수 있는 갈등관리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갈등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갈등의 기술적 해결만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까지 포함

(2) 추진방향
갈등 요인의 분석 및 관리방안 강구
● 정책적인 갈등 요인들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전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의 표
출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계획 단계에서 동일 분야의 갈등사례에 대한 조사, 예상되는 주요 이슈,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파악 등 잠재된 갈등요인을 파악하는 예비갈등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하여 갈등원인 및 갈등 이해관계자, 갈등 이슈와 예상되는
쟁점, 집단별 갈등해결 방안 분석 등 갈등 예방을 위한 갈등영향 분석이 필요함
● 더불어 환경영향 평가 등 과정에 대한 내실화와 설계단계에서부터 갈등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참여와 의사소통, 그리고 정당성의 획득을 통한 상호간의 신뢰 회복
● 공공사업의 갈등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음. 더구
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추진은 이러한 갈등을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함
● 이와 같은 경우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공정한 절차적 정의가 확보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다 용이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함. 이는 갈등 완화
에도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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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고 구축하는 과정은 문제 해결을 용
이하게 하는 요인임. 이를 위해 관련 주민대표와 객관적인 외부인사를 추진위에 포함시켜 정책추진 체제
가 중립되고 균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부각시켜야 할 것임

공공사업은 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고려하여 시행
● 공공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동의와 협조 절차를
거쳐야 함.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갈등영향분석 실시
● 지금은 정책추진을 결정하는 전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접근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공공정책 등의 결정에 앞서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를 판단해야 함
●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하면 정
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조정협의희를 구성하며,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 규
칙 등에 관한 사항들을 상호 협의를 통해 마련함36)

(3) 관련법령
국내 공공갈등 관리체계
● 현재 중앙정부의 갈등관리 체계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정점으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갈등관
리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행정자치
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간 사무 처리 분쟁을 조정하고 있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
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 처리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갈등민원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 따라 갈등관리심
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관련근거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 104
호)을 준수함

36)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참여정부의 정책보고서」 중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의 것을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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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방안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협력적 거버넌스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
로 참여하여 조정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개념임
● 협력적 거버넌스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대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합의형성을 추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은 계획단계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님. 계획 당시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
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거나 환경이 변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런 환경적 변화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 이후에도 이해
당사자들 간에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
정에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필요한 것임
● 협력적 거버넌스에는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필요하
고,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정보 제공과 협의 제도, 공청회 등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
도록 하고 다양한 시민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정립하여야 함

갈등예방체계 구축
● 구상단계
• 사업주체와 도민간의 사업필요성에 관한 공통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자체, 도민, 입
법기관 등에서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 검토를 요청하며 사업주체와 필요성에 대해 공통 인
식을 형성함
● 계획단계
• 사업주체와 도민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인식이 형성되면, 구상단계에서 작성한 개략계획 수준에서
정책사업의 대안을 작성함
• 다음에 오픈하우스, 워크숍,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각 대안의 장단
점을 비교·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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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단계
• 계획단계에서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기본 또는 실시설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형성하는 단계임
• 환경영향 평가 시 갈등 사안에 대해 도민들과 협의 조정함
● 사업단계
• 설계 후 부지에 대해 보상하고 시공하는 단계로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감독하는 절차를 거침
● 운영단계
• 시공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단계이며, 사업 전에 합의한 사항과 사업 후에 발생한 갈등 사안에 대
해 평가하고 감독하는 절차를 가짐
| 제주미래비전 정책사업의 단계별 갈등관리체계 |

단계

내용

구상단계

계략계획

계획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규제

사전 환경성 검토
정책 결정

갈등관리체계

사업검토 계획 발표
사업진행절차 공표

Step2

사업의 필요성
확인

Step3

평가항목 설정 및
후보지 대안 설정

Step4

후보지 평가

Step5

기본계획(안)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설계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 환경, 재해)

사업단계

보상/시공

운영단계

유지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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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협의 조정

Step7

평가 및 감독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Step1

- 공청회
- 설명회
- 협의체
구성,
가동

도입 단계에서의 실질적 주민참여 제도 마련
● 현재 행해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시행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일반적인
시민참여보다는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인 적극적 시민참여 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 적극적 시민참여 방법으로는 전문위원회,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샵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 이
러한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를 제도화 한다면 공공사업의 관계 갈등, 가치 갈등, 구조적 갈등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주민참여의 논의구조에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거나 참여의
문제 등의 한계로 갈등과정에서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지속
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주민 참여 개방형 설계
● 주민생활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관련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이들이 원하는 계획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 수렴이 된다면 이용자 입장의 만족도 제고와 사
업 시행자에 대한 민원갈등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
● 따라서 주민편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되도록 개방형 시민설계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통합 관리 조직 및 운영
●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제시에 대하여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함. 이러한 조직을 통해 대부분의 민원 갈등을 조직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집단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이 조직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함.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갈등에 대하
여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필요한 경우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며, 지역의 시민단체 등 주민
들의 자생적 조직(협의체, 대책위, 위원회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종합적으로 민
원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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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지

표

기

준

실질적인 도민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었는가?

① 참여성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는가?

이해당사자 간 사전적 합의를 형성하였는가?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를 하였는가?
②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는가?

효과적인 행정협조체계 구축 및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였는가?
③ 책임성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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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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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미래비전 -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미래비전 추진체계

01 미래비전 추진 조직

‘제주미래비전 추진기획단’ 구성
● 제주미래비전 추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시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담 조직을 구성함
• 제주미래비전의 정책사업은 부서간의 협력에 의한 상호발전을 지향하고 있고, 정책사업 중 다수가 부
문별로 상호 밀접한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협력적 추진체계가 필요함
• 따라서 정책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계획의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수단이나 조정권한을 보유한 추진조직을 구성함
● 성공적인 제주미래비전의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간의 상설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
• 관련 부서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추진상황 공유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정책사업의 성격에
따라 TFT(Task Force Team)을 별도로 운영함
• 전담조직의 구성은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간 연계와 조정, 재원조달 등에 대한 결정을 주도적으
로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핵심가치에 기반하여 사업의 추진하여 기대효과를 달성하고 관련
신규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등을 수행함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 지속적 운영
● ‘제주미래비전 수립’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함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계획과정에서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제주 비전 구축사업에 도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사회전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각 부문별 사업가
운데 도민참여가 가능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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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각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에 전문성을 보완함
● 다양한 사업별로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성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자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대하여 지속적인 전문가 풀을 유지시킴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갈등관리 조정 관리
●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제주 미래비전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보존과 개발’의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와 갈등 조정 관리방안을 마련함
●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절차’ 고려하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협의회 구성 등의 대안을 제시함
| 제주미래비전 추진조직 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

제주미래비전 추진기획단

-사업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공감대 형성)
-도민의 다양한 의견 제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실무부서 TF팀 구성
-사업의 대안을 작성

(Feed Back)

(의견제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사업의 필요성 확인 및 사업대안 평가
-사업추진의 전문성 보완
-관련 실무부서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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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위원회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와 조정
-갈등조정 관리방안 마련
-집단갈등의 확대 예방

02 미래비전 추진방안
(1) 협치체계 운영
제주형 협치 여건의 특수성 고려
● 개발 vs. 보전 근원적 가치관의 첨예한 대립이 있음
• 경제적 이해득실 갈등과 달리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입지적 특성을 살린 국가안보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협치 행정의 미흡을 실감하였음

• 전국인구의 절대 감소시대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꾸준한 인구 증가 추이를 보임→개
발 수요의 증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가 요청됨→적정한 생태
적 수용능력을 고려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교한 건축규제의 강화가 요망됨
• 특히 외부자본 유입에 의한 토지소유자, 건설업자, 정부관료나 지방의원이 연계된 철의 삼각동맹
(Growth Coalition)세력이 여전히 막강함
● 세계화(Globalization) vs. 지방화(Localization)의 조화가 필요함
•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자본, 사람, 정보 등의 초국경적인 자유로운 이동보장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
각한 개방경제 활동 여건 마련이 관건임
•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다양한 산업기반의 확충과 고도화 방안 마련
<예> 관광/휴양/레저/MICE → 특화된 국제교육/고급 의료서비스 → 정보·두뇌(R&D)/금융산업 등과 국제교류
시설 및 국제기관 유치가 관건임

• 제주 특유의 전통문화 유산과 청정한 자연환경자원을 살려서 지역정체성 에서 비롯된 비교우위와
‘관광객의 재방문률’을 제고함
● 분권화/자치화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제정 이후 중앙정부의 파격적 권
한이양(2014년 현재, 약3900건)으로 도지사의 책임과 권한을 꾸준히 확대함
• ‘민자유치’지원을 위시하여 국토관리, 도시개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도로 및 하천, 공유수면 매립,
도시경관 등에 관한 ‘특례’ 조치를 마련함
•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비롯한 개발이익의 환수, 특별회계의 설치, 개발사업의 승인 및 각종 관련법의
의제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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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주 도정의 자치역량(인사/재정)을 감안할 때: ①행정수요의 급 증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②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의 과부하 초래와 함께 ③지방의회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
• 특히 ‘특례’ 조치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중앙부처의 “개별법 우선주의”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음
* 일본의 경우처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완벽한 자치입법권을 지니려면 현행의 기관위임사무를 전면 폐지
하는 수준의 총괄적 분권화법이 제주특별자치도부터 발의·적용되어야 할 것임

● 정부규제의 민간화/민영화 실험적 시도 방안을 마련함
• 세계화, 분권화, 민간화는 1990년대 이후 정부기능의 축소로 말미암아 협치(New Governance)가 등
장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음
• 각종 민간 이익단체(예: 관광요식업 협회)는 위생상태가 불량한 탈·불법 회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자율규제를 시행함
• 또한 스카이라인(Skyline)를 훼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동의제’를 도입
하여 정부개입의 부담도 줄이고 주민자치의식의 고양이 필요함

협치체제 구축을 위한 운영방식과 주민참여
● 협치행정 관련조직을 개편하고 강화함
•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협치행정 여건(예컨대, ①상당한 공간경제와 인구규모를 지닌 고립된 섬
으로서 지역정책효과를 측정 용이, ②선출직 수장이 아닌 행정시 허용으로 지자체간 광역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 가능 등)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협치행정의 가늠터(Test Bed)이자 총본산으로
서 장기적 발전 잠재력이 큼
● 제주 ‘거번너스’ 위원회의 설치와 유연하게 조직을 운용함
•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 공모에 의한 민간전문가는 물론, 의사소통(중재, 협상 포함)에 능통한 자를
각 위원회에 일정비율 배치를 의무화함
• 정책의 초기화부터 집행 및 평가 모니터링까지 모든 책임을 공유함
• 현행 180여개 위원회가 지닌 자문, 심사, 의결 기능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이 중 대부분은
‘거버넌스’위원회 소관 업무로 이관될 것임
• 무엇보다도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겠지만, 사안(Issue)에 따라서 위원회
의 구성이 달라지는 유연한 Matrix조직원리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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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거버넌스’ 재단을 설립함
• Global/Local Governance관련 R&D 산업적 연구지원 및 국내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함
• 협치행정 인재/갈등해소, 의사소통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함
• 공직자 연수와 도민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함
• 협치행정의 성과에 관한 객관성 있는 피드백(펑가와 성찰)을 위한 연차보고서(도민홍보용 백서 또는
지방의회 보고용) 발간 사업 등이 있음
● 전자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스마트정부를 촉진함
• 첨단 IT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능동적 시민참여를 유도함 (예: 전자공청회, e·토론
방 등)
* Smart Device는 권위주의적 하향식 통치방식을 벗어나는 가장 유용한 시민참여 도구를 마련함

• 민관 사이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호교감적인 쌍방향 온·라인 의사소통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
을 보완함
* <정부 3.0>에 입각한 행정정보의 완전 공개

• 시민참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道民정책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주민의 정책제안에 대한 적정 보상은
물론 반영 및 처리 여부를 신속히 통보함
● 시민사회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함
• 공익을 위하여 제대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차세대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풀뿌리 자치교육(초중
고교)을 실시함
•‘공생과 약자 배려’라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가치관을 함양함
•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금까지의 ‘시민의식 없는 시민단체’인식을 불식
하는 공익집단(NPO/NGO/CBO 등) 형성의 건강한 토대를 마련함

협치시스템 구축 운영
●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로드맵을 수립함
• 협치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 분석, 선진사례 벤치마킹, 지역 내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협치
행정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기본로드맵에 기초하여 제주지역의 협치행정 실협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발전방향, 각종 사업계획 등
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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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함
•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지·운영해 온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협치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함
• 각종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식을 숙의, 합의, 워크숍, 시민배심원 등 다양한 회의 방식으로 개선함
● 거버넌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지역사회에서 각종 정책 사업에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 혹은 행정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수립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제주지역의 정책사업의 기획, 집행 및 평가의 전제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도함
● 협치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공무원이 협치행정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치행정 관련 직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도청 혹은 시청 내의 부서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부서 칸막이 행정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함

(2) 갈등 조정 관리방안
제주도 공공갈등의 현황 및 특성
● 제주도 지역의 갈등은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서귀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
기지) 건설 갈등, 쇼핑 아울렛 개발갈등, 풍력발전단지 개발갈등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건설을 천명한 “제2공항”을 둘러싸고도 제주도와 지역주민 간, 지역주민 간
찬반대립이 불거지는 등 민·관, 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제주도 공공갈등의 양상
● 첫 번째 양상으로는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순한 원인에서 다양한 원인들로 확
산되는 복합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328▪ 제주미래비전

● 두 번째로는 제주도의 갈등은 국방, 교육, 의료, 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갈등이 발생하는 양상을 띠
고 있음
● 세 번째로는 제주도의 갈등은 대부분 초기단계에서의 가치갈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전환되
는 확산형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음
● 네 번째로는 갈등의 성격이 초기에는 주로 공공갈등(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인해 정
부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서 출발하되 이후에는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민·민 갈등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임
● 다섯 번째로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갈등은 짧게는 약 3년 2개월(영리의료법인병원 갈등사례)에서부터 길
게는 약 6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 갈등의 양상은 단기간에 종결되기보다는 중·장기
간에 걸쳐 갈등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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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공공갈등 사례별 갈등이슈 및 갈등의 발생원인 |
공공갈등 사례명

갈등이슈

갈등의 원인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갈등사례

- 행정체계의 효율성 여부
-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문제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악화가능성
- 공무원 인력조정
- 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
-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위헌여부

- 정책추진방식의 문제 (DAD)
- 정책추진 절차상의 문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사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 해군기지와 세계평화의 섬 양립여부
-제
 주해군기지 신설, 유지에 따른 환 경 훼손
문제
- 제주해군기지의 경제적 효과문제

- 의사결정의 문제
- 정보공개의 문제
- 의사소통과 신뢰의 문제
*협치 이행 미흡

- 관광 유인효과 및 경제적 효과

-홍보 및 여론수렴의 문제
-정책추진 방식의 문제
-정보의 신뢰문제
-갈등조정의 문제

- 가축과 동물피해 문제
- 경관훼손 문제
- 수산동굴 붕괴문제
- 사전환경성 검토 문제

- 의사소통과 절차문제
- 지방정부로서 제주특별도의
조정역할 미흡
- 관련제도 및 절차 정비문제

- 의료서비스 향상과 비용저하 문제
- 의료관광 활성화 문제
-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문제
- 의료민영화 정책의 연계성 문제

- 정책추진 방식의 문제
- 정책결정 방식의 문제
- 정책과정의 문제

- 공항포화상태 해소
-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 입지 선정 및 보상 문제

- 부지결정과 사업추진과정 상 문제
(짜 맞추기, 밀어붙이기 식 추진)
*예상 된 갈등 대비 부족

- 고급휴양지 건설 관련 토지이용의 위법성 문제

- 갈등예방 및 갈등관리 문제
(*주민과의 소송 끝에 진퇴양난 상태)

도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갈등사례

- 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문제
- 제주도 산업경쟁력 제고 문제

- 의사소통 문제 (*토지주들은
제주도의 불통행정 주장)

음식물자원화센터
갈등사례

-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설문제
- 기피시설 유치 반대

- 정책추진/진행 과정상 문제(*주민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수년째 표류)

- 지역산업 개발문제

-정책추진/진행 과정상 문제

쇼핑아울렛
갈등사례

풍력발전단지
개발 갈등사례

영리의료법인 병원
갈등사례

제주2공항 건설
갈등사례
서귀포시
예래휴향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갈등사례

구좌읍 덕천리 종계장
시설/ 조천읍 대흥리
레미콘 공장 건설
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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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갈등의 특징
● 대부분의 갈등영역이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이라는 점, 이러한 공공갈등이 제주도 사
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포괄적 갈등이라는 점, 갈등의 발생 원인이 가치문제와 이해관
계 및 이념문제 등이 혼재하는 복합갈등이라는 점
● 그리고 공공갈등에서 출발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갈등의 주체가 단순 이해관계자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대되는 확산형 갈등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제주도 갈등이 보여주고 있는 갈등의 양상이나 제주도 갈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제주도 갈등을 이해
하는데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갈등을 보다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음

| 제주도 공공갈등의 특징 |

공공정책으로 인한
공공갈등

포괄적 갈등

제주도
공공갈등의
특징

복합갈등

확산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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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갈등의 주요 발생원인
● 제주도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공공갈등 발생원인은 중앙정부 주도적이
고 관주도적인 정책결정 방식이 가장 주요한 공공갈등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제주도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09)에 따르면,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및 중앙정부주도의 정책결
정과 추진방식이 제주도의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음
● 특히,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의 약 64%가 공공정책의 계획이나 구상과정 상 문제
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은 제주도 공공갈등의 이해나 갈등관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지역주민이나 민간부문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었고 지역주민이
나 민간부문 역시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가져 올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능력이나 이해도가
국가주도 시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이나 역할 및 주요 공공
정책의 결정 및 추진 방식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국가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을 견지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 공공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방식을 꼽을 수 있음
●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방식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정책의 추진이 주요 이해관계자가 배제 된 체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정책추진 과정의 폐쇄성이나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합목적성이나 해당지역
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공공정책의 환경 대응성보다는 합법성이나 제도적 정당성만을 견
지하는 공공정책의 가치문제나 공공정책의 추진 방식, 절차가 제주도 차원에서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주
요한 원인 중 하나임
● 또한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제공되는 관련정보 역시 공
공정책을 뒷받침하거나 공공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
● 업무수행방식이나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역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지
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형식적 의견수렴이 가져오는 지역주민에 대한 도외시 현상이나
무시 현상 또한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공공갈등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갈등발생요인이라
고 할 수 있음
● 이에 덧붙여 제주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공정책이나 주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포함
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제주도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이라
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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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갈등관리의 현황
● 제주도의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
갈등관리는 주로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치중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관리기법보다는 법적 소송이
나 주민투표와 같은 법적, 기술적 갈등관리 기법에 의존하고 있음
●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제주도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관리 방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주도사
회협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및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 등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를 활용하여 제주도의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
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현재 제주도가 당면하고 있는 공공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송을 통하거나 소송과정 등
에 있다는 점에서 법적 소송을 통한 갈등관리기법이 보편화되어져 있음
● 하지만, 법적 소송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는 공공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였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기보다는 법에 의지하여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일시 잠재우거나 이해관계자 간 불신과 증오를 증폭시
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소송이 과연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
오고 있음
● 제주도는 공공갈등관리를 위해 대부분 법적, 기술적 갈등관리방안에 의존하고 있음. 공공갈등을 처리하
는 데 있어 주로 환경대응성이나 합목적성에 근간을 두기보다는 법적 정당성에 기반을 둔 행정 처리나
업무방식에 의존하여 공공갈등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도 공공갈등관리의 특징
● 사후적 공공갈등관리 중심으로 사전적, 예방적 공공갈등관리가 부재함
• 제주도가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갈등관리방법들은 공공갈등이 표출되고 갈등이 극대화 된 이
후에야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사후적 갈등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가장 좋은 공공갈등관리전략은 사전적, 예방적 공공갈등관리를 통하여 공공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
는 것이라면 현재 제주도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사후적 공공갈등관리는 지역사회의 분열이 극대화
된 이후에 처방책을 찾는 사후약방문식 갈등관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방어적 갈등관리방식의 고수와 대안적 갈등관리가 부재함
• 제주도의 공공갈등관리방식의 특징과 관련하여 결정·공개·방어(DAD)라는 전통적 갈등관리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정책에 대해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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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이렇게 결정된 정책을 공표하고 나서 이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 법적 소송이나 주민투표와
같은 법적, 행정적 방법을 통하여 공공정책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방어적 갈등관리방식을 고수
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대안적 갈등관리 기법의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관 중심의 당사자 간 직접 해결원칙의 고수와 제3자 활용의 저조
• 가장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식은 이해당사자 간 직접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직
접적인 해결은 현안과제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복되고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소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다름을 인정하되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존중감이 전
제 될 때에만 가능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의 공공갈등관리는 여전히 모든 면에서 지역주민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관 우위 또는 관 주도의 당사자 해결원칙이 견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갈등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관 주도의 공공갈등관리가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 이처럼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간 직접적인 갈등관리가 오히려 공공갈등을 악화시
키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차선책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공공갈
등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갈등관리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의 활용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다만, 최근에 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도로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그리고 실질적인 역할이나 권한 부여 등
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음
● 기술적 갈등관리방식에의 의존과 사회적·문화적 갈등관리방식이 부재함
•제
 주도 차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갈등관리방안은 참여보다는 배제, 합의보다는 규정 및 절
차, 공감이나 설득보다는 보상, 그것도 미흡한 보상 등과 같은 주로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갈등관리방
법에 의존하고 있음
•하
 지만, 공공갈등 유발의 대부분이 참여배제로 인한 소외감, 직접적인 이해가 얽힌 주요 정책에 대해
형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인한 자괴감, 그리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는데서 오는 지역주민
으로서의 자존감 훼손 등과 같은 감성적, 정서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주로 기술적 전략에 입각한 갈
등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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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는 공공갈등관리에서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갈등관리 노력이나 시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피상적이고 획일적인 공공갈등 관리와 공공갈등의 원인분석이 취약함
• 제주도 차원에서 공공갈등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공공갈등에 대해 갈등발생
원인을 치밀하게 분석한 후, 이를 갈등발생 단계별로 갈등유발 원인별로 실효적인 공공갈등관리방안
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제주도 차원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대한 원인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피상적이고 획일적이며 당면한 공공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한 즉흥적인
갈등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특히, 개별 공공갈등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예를 들면 갈등의 발생원인, 갈등의 이해관계자, 갈등의
지속기간, 그리고 갈등의 정도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공갈등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갈등
관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모든 공공갈등에 대해 획일적인 갈등관리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주도의 갈등관리는 갈등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관리되는 피
상적인 갈등관리와 함께 개별 공공갈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갈등관리에 의존하고 있음
● 단편적 차원에서의 갈등관리와 시스템적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미흡함
•제
 주도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 공공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업
무수행방식의 도입 및 상호협의와 조정방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의 조성 등과 같이 공
공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정 차원에서의 시스템적인 갈등관리체계에 대한 구축이 매
우 취약한 상황으로 한 사람의 공공갈등 전담인력에만 의존하는 단편적 갈등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
 공갈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공정책에 대한 어젠다 설정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중요한 정책의 집행 및 실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계열적으로 갈
등이 발생하고 있고, 공공갈등을 추진함
•그
 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외부의 이해관계자 간에 공공갈등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시간적, 공간적 차원을 포함한 시스템적인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나 제주도의 공공갈
등관리는 한 사람의 갈등조정정책보좌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단편적인 차원에서 공공
갈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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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공공갈등관리 방안
● 갈등원인·갈등영향분석 및 선제적 갈등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함
• 국책사업을 포함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발생의 원인분석과 함께 공공갈등이 가져
올 영향을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의무화함
• 이렇게 분석 된 갈등원인과 갈등영향에 대해 갈등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과정 도입을 의무화함
•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 예를 들면,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액(30억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약 64만명, 2015년 기준) 중 약 5% 이상(약 33,000명 이
상)의 인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주도민 10,000명 이상이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업,
기타 시설(공항·발전소·쓰레기매립장·화장장 등 장묘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는
경우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 이처럼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과정이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과정 운영을 내실
화하기 위해 (가칭) “사회적 공론화 최소기간제”(6개월 이상)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공정책의 숙성을 위한 대내·외의 정책소통을 강화함
• 공공정책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결정 된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추진과정에서
의 갈등유발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청 대내·외의 숙성
기간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소통과 함께 지금까
지는 행정문화측면에서 그리고 정책추진과정에서 도외시되어져 왔지만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
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내부 공무원들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여야 함

참여적 공공갈등관리 방안
● 공공정책 수립방식의 전환: 수평적, 협력적, 참여적 공공정책을 수립함
•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공공정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중앙정부 중심, 관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관련된 공공정책이나 지역개발정
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수평적, 협력적, 참여적 공공정책
수립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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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주도하거나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되, 국책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위정부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역주
민 사이에 균형자 및 조정자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상향식 추천제도를 도입함
• 일반적으로 참여를 통한 공공갈등관리의 경우,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공공정책결정과정
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공공정책에 다소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렇게 결정
된 공공정책이 지역적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가 관
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는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입장에 놓여 있
는 당사자들에게 참여자를 천거토록 하는 상향식 추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이러한 상향식 추천 제도를 통한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는 사회적 공론화를 활성화시켜 정책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공공갈등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방법의 다양화
•기
 존에 주민참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청회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은 참여라기보다는 정책통보나
정책홍보, 또는 정책결정을 위한 요건충족용이라는 지적을 많아 받아왔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실
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다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
 를 들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찾아가는 공청회나 정책설명회 운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
규모의 정책 사랑방 운영, SNS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등 지역주민들의 특성을 반영
한 다양하고 적극적이며 진정성 있는 참여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연계형 공공갈등관리 방안
● 정책단계별 공공갈등관리 전략의 수립
• 공공갈등은 인식단계에서 시작하여 느끼는 단계, 촉발단계 및 확산단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
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 이러한 점에서 정책모색,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단계별로 갈등관리프로세스를 구축·대응하
는 연계형 갈등관리방안의 구축이 필요함
●공공갈등에 관한 제주형 조례 제정 또는 고도화
• 공공갈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이 국회에서 여러 번 좌절되어 현재는 공공갈등에 대한 법적 기반
을 대통령령에 두고 있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
을 보다 구체화 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를 보다 고도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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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형 공공갈등관리 방안
● 공공갈등의 특성에 맞춘 지역형/맞춤형 공공갈등관리 전략
• 공공정책의 내용이나 집행기간,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공공갈등의 정도가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갈
등관리 전략 역시 공공갈등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갈등관리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공공갈등관리전략에서 벗어나 공공갈등의 특성이나 지역
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갈등관리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지역역량을 활용하는 지역밀착형 공공갈등관리방안 마련
• 지역적 갈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공공
갈등관리전략의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적 공공갈등관리에 적절하
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갈등관리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갈등관리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여 지역의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여야 함

대안적 공공갈등관리 방안
● 제3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중재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함
• 갈등당사자 간 직접협상이 결렬 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기구를 제주특별도와 별도기구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 이렇게 설치 된 제3의 조정 및 중재기구의 역할은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회공론화 작업을 진행하여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접협상으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공공갈
등으로 증폭되는 경우에 직접적인 조정과 중재역할 또는 조정 및 중재를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함
• 이처럼 대안적 갈등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제3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중재 기구는 새롭게 신
설하는 방법과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 제주도차원의 공
공갈등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음
● 대안적 공공갈등관리 적용 의무화: 다단계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제주도 차원의 공공갈등은 사회적 공론화 방법 통해 갈등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1
차적인 공공갈등관리방안으로 우선 적용하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공갈등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서는 조정이나 중재기법을 2단계 공공갈등관리방안으로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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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에서 제주형 공공갈등관리는 1단계로 사회적 공론화 방법, 2단계로는 조정 및 중재방법을
적용하는 다단계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2단계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이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더디
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관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설정 할 필요가 있음
● 제주도 차원의 조정, 중재역할을 강화함
•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중 제주도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간 해
결원칙에 입각하여 제주도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사이 당사자 간에 갈등해결이 불가능 한 수준
으로 갈등이 비화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당사자 간 직접해결을 지원하거나 제3의 객관적인
중재 및 조정 기관을 알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함

긍정형의 공공갈등관리 방안
●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을 지역사회
를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제주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들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갈등을 보다 긍정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갈등
관리기법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역사
회차원에서 갈등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공공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의 전환: 효율성에서 민주적 효과성으로 전환함
• 현재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향하고 있는 공공정책의 가치를 기존의 효율
성 우선에서 민주적 효과성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음
• 현대행정이 지향하는 가치인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단기적 추진, 참여의 형식화, 기간
내 추진 및 경제적 타당성에 근간을 둔 정책결정 등과 같은 운영원칙들이 공공갈등의 중요한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를 민주적 효과성과 책임성으로 전환하여야 함
● 사회적 자본 구축: 정보공개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공갈등관리나 조정 및 중재기구를 활용한 공공갈등관리 등 새로운 공공갈등
기법들이 기대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주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새로운 공공갈등관리 노력들은 새로운 갈등
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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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구축이 급선무임
• 이 밖에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되 커뮤니케이션의 시작과 끝이 경청이라는 점에서 우선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함

|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방안 |

공공갈등 관리방향

공공갈등 관리방안

사전적·예방적
공공갈등관리

1) 갈등원인·갈등영향분석과 선제적 갈등관리방안 마련
2)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과정 도입
3) 공공정책의 숙성을 위한 대내·외의 정책소통 강화

참여적
공공갈등관리

4) 수평적, 협력적, 참여적 공공정책 수립
5)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상향식 추천제도 도입
6)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방법의 다양화

연계형
공공갈등관리

7) 정책단계별 공공갈등관리 전략의 수립
8) 공공갈등에 관한 제주형 조례 제정 또는 고도화

지역사회형
공공갈등관리

9) 공공갈등의 특성에 맞춘 지역형/맞춤형 공공갈등관리 전략
10) 지역역량을 활용하는 지역밀착형 공공갈등관리방안 마련

대안적 공공갈등관리

11) 제3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중재 기구 설치 및 운영
12) 다단계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13) 제주도 차원의 조정, 중재역할 강화

긍정형의
공공갈등관리

14)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15) 공공정책에 대한 가치 전환: 민주적 효과성과 책임성 강조
16) 사회적 자본 구축: 정보공개, 커뮤니케이션을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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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민공감대 형성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의 추진
● 「제주미래비전」의 결과는 도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도
민 공감대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첫째, 세계의 발전 동향을 전문가나 행정만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도민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
해 도정이 유지·발전시켜야 할 핵심가치를 발굴함으로서, 도정의 각 분야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
련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을 제시함과 더불어 각 분야별 정책이 일관성 있
는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둘째, 개개 분야별 도정이 지향해야할 공통의 가치를 제시함으로서,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령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충되는 분야가 각각 다른 정책방향이나 계획을 제시함
으로서 도민과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도정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도민이 중요시하는 핵심가치에 바탕을 두고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과거보다 용이해 질 수 있으며, 정책의
결과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임

주요 방향과 기준에 대한 제도화 방안에 집중
● 현재 추진 중인 「제주미래비전」은 현재와 미래의 번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지·발전시켜야할
제주의 핵심가치를 도민의 눈으로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 「제주미래비전」이 위에서 제시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시한 방향과 기준에 대한 도민의 공감
대 형성과 그 실행력 담보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따라서 「제주미래비전」에서는 과업에서 제시하는 주요 방향과 기준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Ⅳ.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

▪341

(4) 재원확보 방안
중앙정부의 투자재원 확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한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의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통하여 재정을 확보함
● 중앙부처의 다양한 시책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함
● 사업 분야별로 관련부서는 정부 주요시책사업 추진절차와 과정을 검토하여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해관
계 정도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 비율이 달라짐

|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근거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출 지원

성격

- 지원사업별 사업우선순위 등에 의해 지원되는 특정 재원(의존 재원 성격)

관련 내용
(기준
보조율)

- 휴양림 조성(70%)
- 휴양림 보완 및 삼림욕장(50%)
- 지방수목원(50%)
- 공립박물관 건립(30%)
- 관광지·전적지 개발(50%)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50%)
-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50%)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30%)
- 지방체육시설(50%)

지방재원 확보
● 지방비 부담은 도와 시에서 부담원칙을 정하고 연차별 부담계획을 수립함
● 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을 검토하여 도비 부담여부를 파악 연차적 지방비 조달계획을 수립함
● 지자체 산하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에 의한 투자재원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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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가능한 지방재원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활용 가능성 및 한계

지방세 수입

- 지방세 수입을 통해 개발사업에 투자

- 재정자립도 취약으로 재원조달에 한계

중앙정부(국비)
보조금·교부금

-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 한정된 재원과 사업유형에 따른 제약 존재

각종연기금·
금융기관 차입

-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수반
공무원연금·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선수금·
분양대금
지방채 발행
(역외 포함)

-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고 받는 분양대금

- 개발사업 추진 시 효과적
- 투자유치 일환으로 활용 가능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용도로 발행
- 개발사업을 담보로 한 수익채원 발행 가능

- 강제매매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재원조달에 한계
- 재정건전성 문제로 가이드라인 적용 및 제약

● 관광세(관광호텔숙박세)를 통한 재원확보37)
• 숙박세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세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세를 관광기금으로 조성하여 제주관광 인프라 확충과 제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
해야 함
• 제주지역 숙박세 도입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한정 도입하고, 향후 도내 여타 숙박업
체들의 경영여건과 관광환경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함
• 숙박세 비율은 국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외국의 경우 10세~13세 미만인 경우 면제되지만, 제주의 경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숙박세
와 20인 이상 단체의 숙박세를 면제 대상으로 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은 제주관광 여건을 고려하
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함
| 숙박세 도입 타 국가 비교분석 |
구분

일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금액

1,500원~
3,000원

객실료의
10~11%

3,000원~
4,500원

300원~
2,500원

대상

투숙객

관광객

투숙객

투숙객

면제

1만엔 이하

-

10세 미만
25인 이상 단체

13세 미만
단체

출처: 제주발전연구원, 2011,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및 신규재원 발굴」

37) 제주발전연구원. 2011.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및 신규재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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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재원 조달
● 민자사업은 수익성과 실현성이 높은 사업으로 한정하여 투자유치를 유도함
• 민자유치를 위해 ‘민자유치법상’의 지원외에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함
• 민간의 사업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민간투자자 유치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 민간참여 활성화
• 국내와 국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달방법으로는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의 직접투자, 국내외 금융기관
및 펀드, 연기금 등으로터의 PF, 채권발행 등을 활용함
● 민자유치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민자유치 심의회’를 설치하여 민자유치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개편함

| 민간자본 활용관련 법률의 개요 |
구분

민간투자법

인·허가

- 실시계획 승인시 타법률
인·허가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 의제

- 좌동

- 지방공사 직접 또는
출자법인 참여를 통해
가능

-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장기대부
- 국내외 민자활용 가능
- 각종부담금 감면
-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자금 지원
- 개발사업 및 입주업체
대한 조세지원
- 복합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진구로
지정 가능하며,
지역기반시설확충에
정부지원
- 개발부담금 면제

- 사채발행 및 외국차관
도입 허용
- 지자체의 사채상환 보증
- 사업시행자 부담
- 국가 및 지자체사업
-도
 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대행시 필요비용을 국가
- 채권발행
또는 지자체 부담
- 지자체로부터의 보조금
및 장기대부 가능

자금
조달
(정부
지원)

지역균형개발법

- 투자비 회수기간동안
- 비수익성 개발사업에
시설의 무상사용,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
수익보장
투자
주택단지, 관광지 조성,
- 협약해지시 해지사유별
안전성
재개발사업 등 수익성이
정부지급금 존재
보전되는 주변의 개발권
- 민관합동법인은
부여
민간출자자에 배당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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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 상업상 주식회사 규정
준용
- 지자체의 주주권 행사
가능

도시개발법
- 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 사업시행자의 책임

참여연구진

국토연구원 컴소시엄
국토연구원

㈜한국종합기술

㈜도시건축소도

㈜시아플랜건축

연구총괄

연구위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유재윤

선임연구위원

정희남

선임연구위원

이동우

연구위원

류승한

연구위원

이백진

책임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

김동한

책임연구원

임상연

연구원

이수암

연구원

이윤석

연구원

김진구

연구원

하보름

연구원

이덕환

연구원

박초롱

전무

안상훈

차장

김성기

차장

최윤미

과장

정규선

사장

정경상

부사장

김혜란

소장

위재송

대리

김수용

대리

민수희

파트장

백원화

이사

김미경

제주발전연구원

외부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연구위원

강창민

선임연구위원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정승훈

연구위원

고승한

연구위원

신동일

연구위원

김현철

연구위원

강창민

연구위원

강승진

연구위원

이성용

책임연구원

고태호

책임연구원

고철수

책임연구원

엄상근

책임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

고봉현

책임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

정지형

책임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

손상훈

전문연구원

정영태

전문연구위원

최영근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고충석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소장

진영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송석휘

고려대학교 교수

전성우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주신하

제주평생교육진흥원 팀장

홍숙희

자문위원단 · MP단

자문위원단
		

공동 자문위원장
자문위원

해외건설협회 회장

박기풍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경희대학교 교수

온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모

한국도시설계학회장

강준모

전 서울시 주택국장

김효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김 상 철
제주화북성당 주임신부

임문철

제주건축사회장

고봉규
강병근

MP단

총괄MP

건국대학교 교수

		

상시MP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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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교수

구자훈

건국대학교 교수

심교언

제주대학교 교수

양덕순

도민계획단

도민계획단
강경숙

김소은

박윤보

이소영

강나래

김수영

박은옥

이수열

강민창

김수진

박지민

이신선

강민탁

김영헌

박지수

이영은

강순찬

김영효

박효열

이용안

강순희

김은관

부영인

이은경

강승일

김의순

서광용

이은혜

강은샘

김익수

송상호

이인욱

강은지

김종열

송은정

이재정

강정화

김지성

신지희

이정생

강태길

김지용

안금순

이정희

강하자

김천연

양민구

이주영

고동규

김태진

양인택

이지현

고봉홍

김태진

양지연

전혜정

고소연

김한결

오다빈

정경숙

고은실

김항석

유연주

정대수

고재만

김향안

유영애

정덕숙

고찬경

김형례

유재명

정여훈

고필주

김형상

윤

정창복

김강현

김형직

윤성원

조경호

김경래

김혜진

윤소연

조현예

김경미

김홍구

윤원화

한윤정

김대현

남효정

윤철준

한준섭

김동건

명지용

윤학봉

허경은

김미경

문동진

이경자

현이조

김민범

문정모

이규택

현종현

김민재

박경덕

이기승

홍성광

김병우

박매순

이명소

홍성민

김상순

박서은

이성남

홍종우

김소영

박성현

이성종

홍하림

김소운

박승태

민

청소년계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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