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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은 1997년 5월
설립돼 올해로 2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적시성 높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2018년 숙원사업이던 연구원 건물 증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2의 개원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환골탈태하는 도약의 기틀을 다잡았습
니다. 연구원의 비전도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변경해 지속가능한 제주의 실현과 도민
행복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구원의 대표적 연구과제를 보면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하수 수질 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 등으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제시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성장 산업 연구, 제주해양경제도시 연구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 제고를 탐색하였으며, 「도민중심의 제주형 행복지표 구상」주제의 미래포럼 개최 등
으로 도민과 함께 손에 잡히는 행복의 실체를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민의 뜻이 민선7기 도정 핵심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연ㆍ문화ㆍ사람의 가치가 커지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민선7기
핵심전략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
토론회」를 11차례 개최하면서 현장과 도정의 연결고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제주연구원은 2018년 미래를 지향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래전략연구부를 신설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설조직 체계도 정비해
공공투자 타당성 조사, 제주학 연구, 사회복지 및 고령사회 친화도시조성, 사회서비스 지원,
제주균형발전 지원 등 센터의 설립목적에 걸 맞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이러한 2018년 한해의 연구 및 사업결과를 모아 ‘2018 연구결과 요약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결과 요약집 발간은 지난 일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명견만리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고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했던 기록과, 사업 추진에 바쳐진 뜨거운 열정의 성과물을 집대성함으로써 제주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자료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간편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연구원은 앞으로 제주, 제주인, 제주정신에 대한 성찰과 정체성 확립, 제주다움을 살린
발전 전략 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에
겸허히 귀 기울여 인간 중심의 성장, 자연ㆍ문화ㆍ사회 자본에 기반한 포용적 성장,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창조적 성장, 청정과 공존하는 생태적 성장, 상생하는 협력적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의 ‘2018 연구결과 요약집’이 소중한 연구자료로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제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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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개요

2018년도 연구과제 추진실적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미래기획
과제

수탁
과제

협약
과제

85

18

15

12

4

22

14

기본과제

연구원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방
향들을 제시하는 과제로서 연구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
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정책과제

도 및 행정시의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책방향 등
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과제로서 도 및 행정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

현안과제

정책과제 이외에 중요하거나 지역의 긴급한 이슈에 대한 연
구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과제

미래기획과제

제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제주가 나가야 할 중장기적 정책
을 제시하는 과제로써 연구원 내부에서 발굴하여 수행하는
과제

수탁과제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비용으로 연구를 한
후 그 성과물을 납품하는 일련의 과제

협약과제

기관, 단체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하는
과제

기타

제주데이터센터, 중국연구센터 등 제주연구원이 설립ㆍ운영
하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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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2018년도 연구결과

●

기본과제
기
본
과
제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산정 방안 연구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의존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빗
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17년까지 도내에는 1,116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96%가 시설
하우스에 설치된 소규모 시설임
- 소규모 시설은 집중호우나 장기적으로 비가 내릴 경우 많은 양의 빗물을 저장 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빗물이 도로나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음

○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시설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이용량을 분석하여 빗물
이용시설 설치의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 강우-유출 특성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빗물의 유출량과 유출
횟수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적정 빗물이용시설
규모를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서,
- 지하수 대체 수자원인 빗물 이용을 극대화 하여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자
원으로 보전․관리함과 아울러 빗물 유출에 따른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연
구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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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제주도의 토지이용 현황과 시설하우스 분포 현황,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고
려하여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하였음
- 토지이용 현황은 2017년 말 기준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시설하우스 분
포 현황은 토지피복도 자료(환경부, 2015)를 이용하였음
- 빗물이용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설 현황을 조사
하였으며, 농업용수 이용특성은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이용량과 빗물이용시설
의 모니터링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연구대상지역은 남원읍 의귀 지역과 위미 지역에서 공공 농업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급
수구역을 선정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빗물이용시설 운영 형태, 시설하우스 면적, 빗물
집수 면적 등을 조사하였음

○

강수특성을 분석은 기상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남원 관측소, 태풍센터 기상 관측소의 9
년(2009~2017년) 강수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도별, 월별, 강수일수 등 강수빈도를 분
석하였음

○

현장조사 결과와 강수특성 분석결과를 기초로 시설하우스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이
용량과 빗물이용시설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는 빗물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강수빈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빗물이용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농업용수로서의 빗물 이용 가
능량을 산정하였음

연구결과
○

연구대상지역 빗물이용시설 실태조사
- 연구대상지역 내 빗물이용시설 조사 결과 의귀지역에 30개소, 위미지역에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음
- 각 농가별 빗물이용시설의 시설하우스 면적, 빗물 집수 면적, 저류시설 규모를 조사
한 결과, 집수면적은 시설하우스 면적의 72.5 ~ 79.5% 수준이었으며, 빗물 집수면
적과 저류시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2는 0.0646으로 나타나 저류시설 규
모가 빗물 집수면적과 관계없이 임의대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STORM 모델을 이용한 빗물이용시설 이용량 평가
- 일정한 단위 유역 지표면에서의 강우-유출을 시뮬레이션 하여 분산형 빗물관리 등에
이용되고 있는 STORM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 지역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이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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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결과
- 농업용수 수요량 대비 빗물 이용률은 65.0 ∼ 92.0%로 나타나 농가에 빗물이용시
설을 설치할 경우 빗물이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 결과는 2013년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빗물이용시설 모니터링 한
결과 농가별 빗물이용률은 60.4 ∼ 79.0%와 비슷한 결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대상지역 빗물이용시설 적정 규모 산정
- 연구대상지역 강우-유출량 분석결과 빗물이 시설하우스 빗물이용시설을 가득 채운
후 외부로 유출될 때의 강수량은 의귀 27.9㎜, 위미 29.6㎜이며, 연평균 빗물 유출
량은 163,836㎥, 139,133㎥로 분석되었음
-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규모는 2008 ∼ 2017년 9년 동안 유출량과 유출횟수를 분석
하여, 유출량과 유출횟수가 많은 시점의 유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의귀지역이 약 5,800㎥, 위미지역이 약 4,900㎥으로 산정되었음
- 이와 같은 규모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빗물 확보 가능량은 의귀지역
100,341㎥, 위미지역 82,479㎥이며, 이 규모는 전체 농업용수 이용량 중 의귀
52.8%, 위미 19.7%를 빗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빗물이용시설 규모 산정 방안
- 연구대상지역(남원읍 의귀, 위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농업용수 이용특성 분석
Ÿ

연구지역의 농업용수 수원별(지하수, 빗물, 용천수 등)이용량과 수요량 조사가 필
요함

- 빗물 집수 면적 및 저류시설 규모
Ÿ

연구지역 시설하우스 면적, 빗물 집수 면적,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시설 규모 등으
로 조사

- 강수분석 및 유출량 산정
Ÿ

강수 분석을 통해 빗물이용시설로부터 유출되는 빗물량을 산정하고, 농업용수 이
용량과 비교하여 빗물 대체 가능성에 대해 비교‧분석함

- 유출빈도 및 유출량 분석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규모 결정
Ÿ

강수 시 빗물이용시설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는 빗물의 유출량을 분석하여, 유출량
과 유출 횟수가 가장 많은 시점의 유출량을 감안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규모로
정함

Ÿ

유출량이 많더라도 유출횟수가 적을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유출량과 유출빈도가 고려되어야 함

- 빗물이용시설 규모에 따른 빗물 이용 가능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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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빗물이용시설 규모에 따른 이용 가능한 빗물량을 분석하고, 이를 농업용수 이용량
(수요량)과 비교하여 빗물 활용의 적정여부 검토

종합 및 정책제언
- 연구대상지역인 남원읍 의귀리, 위미리 지역 빗물이용시설을 현장 조사 한 결과 빗
물이용시설의 집수면적은 하우스 시설면적의 72.5 ~ 79.5%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집수면적은 대부분 시설하우스 면
적으로 제시 되는 등 과다 적용되고 있어 정확한 빗물 이용량 산정을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한 집수면적 재정립이 필요함
- 납원읍 의귀, 위미 지역 시설하우스 농가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강우유출 모델을 이용하여 빗물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농업용수 사용량의 65~92%를 빗
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 이 값은 2013년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모니터링 한 결과 60 ~ 79%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하우스 빗물이용시설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하수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현재의 빗물이용시설에서 월류되는 빗물을 집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적정 빗물이용
시설 규모를 산정하여 빗물 이용율을 분석한 결과
Ÿ

의귀 지역은 전체 농업용수 52.5% 수준이며, 위미지역은 19.7% 수준으로 분석
되었음

- 위미지역과 같이 시설하우스 면적대비 빗물 이용시설 수가 적은 경우는 빗물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이 없는 시설하우스의 빗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 위미지역의 경우 시설하우스 50개소의 빗물을 집수하여 활용할 경우 농업용수 수요
량의 49.6% 이상을 빗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남원읍 지역 등 현재 용수 수요량 대비 농업용수 공급 가능량이 부족한 경
우 지하수를 개발하기 보다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활용
하는 것이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효율적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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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기
본
과
제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엄상근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원도심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형 사업방식에 중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경관협정에 대
한 적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그러나, 제주지역은 2007년 「경관법」 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에 따라 제도
화된 이후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상황이며, 관련 연구도 전무한 상황임

○

본 연구는 경관협정제도의 제주지역 추진 미흡의 이유와 타 지역의 주민주도형 사례 등
을 통해 제주지역 경관협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경관협정 선행연구 조사(기존 연구보고서 검토)

○

경관협정제도에 대한 기초 분석 수행(법제도 검토)

○

경관협정 및 사업의 현황 분석(문헌조사)
- 2016년까지 국내 28개 체결사례를 선행연구 등을 통해 분석 등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및 경관관련 사업 현황분석(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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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관협정 우수사례 및 시사점 도출(사례 조사)

○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제시

○

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포럼 운영

연구결과
○

계획적 검토
-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 : 정책과제 2. 국민참여 활성화>2-2.국민참
여 경관활동 다양화>2-2-2.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
- 제주미래비전 : 추진전략 1. 환경자원총량 보전> 실천전략 1-3. 도민참여를 통한
『지켜야 할 자원』 정립 : 마을단위 계획에 마을에서 지켜야할 자원을 규정하고, 경관
협정제도 등의 협정 및 협약제도를 참고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중
심의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 경관협정 정책 : 4. 경관계획>나. 실천적 경관보호체
계 확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 7. 실행계획>7.2 관련제도 및 체계의 정
비>7.2.2 제도개선

○

경관협정 현황 분석
-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추진된 경관협정 체결 사례는 총 28곳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12건, 기초자치단체 16건이었음
Ÿ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5개소, 부산시 7개소가 추진됨

Ÿ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 4개소, 고양시 3개소, 창원시 3개소, 수원시 2개소 그리
고, 전주시, 거창군, 광양시, 익산시가 각각 1개소 추진됨

-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경관조례는 전국 176개 지방자치단체 (17개 특·광역시·도, 159
개 시·군) 중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됨
○

경관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설문조사는 이메일(e-mail)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2018년 10월 5일~10월 12일의
1주간 진행
- 전국의 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50부를 발송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지의 회수율과 충실성을 고려하여 29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
행함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협정제도 실효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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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도의 경관협정제도의 실효성 : 높음 34.5%, 보통 34.5%, 낮음 31.0%로 거
의 비슷하게 응답하고 있음

Ÿ

제주특별자치도 경관협정의 문제점 : 제주도에서 경관협정의 추진 상의 문제점으
로 지역주민 참여 미비가 41.4%로 가장 높았고, 담당공무원의 인식 미흡
31.0%,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부족 17.2%, 경관협정의 번거로움 10.8% 순으
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 경관협정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협정 활성화
Ÿ

제주도의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상황과 유사하게 지역주민 인식개선이
48.3%로 가장 높았고, 경관관리 전문성 개선 44.8%, 국토관리에서 경관제도의
모호성 개선이 20.7%의 순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사업의 우선순위 의견 : 제주도 경관사업 중 우선순위 사업 선
택(중복 응답)에서 가로환경정비사업 17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14건, 간판정
비사업 14건으로 높게 나타남
Ÿ

또한, 공용주차장 확보사업, 그린파킹 사업,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은 차량의
증가에 따라 비교적 높은 순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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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부산시 청사포 마을 경관협정, 수원시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
- 국외 사례 : 기후현 가카미가하라시(岐阜県 各務原市）경관 협정, 오사카부 오사카
시 경관협의회 운영, 일본 도쿄도 타이토구(東京都台東區) 경관협정, 시애틀 캐피톨
힐 경관협정 사례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상황 인식,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함
- 현 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협정의 문제점과 인식도 제시
- 활성화 방안 :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인식도 제시
- 정책방향 :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안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선정 결과
- 1순위 : 지역주민 참여 부족, 주민 경관협정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2순위 : 행정기관의 인식 미흡에 따른, 경관협정 교육 체계 구축
- 3순위 : 전문가 및 활동가 참여 부족에 따른, 참여 체계 구축
- 4순위 : 경관협정제도의 모호함과 지원 미흡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관협정 활성화 기본 방향>
현 상황
내용

인식도

내용

정책방향
인식도

순위

방안

①지역주민의
인식 및 참여
미비

41.4%

①지역주민의
낮은 경관관련
인식 개선

48.3%

1순위

·주민참여 활성화
·경관협정 홍보 및 교육

②지자체 및
담당공무원 인식
미흡

31.0%

②경관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 해소

44.8%

2순위

·경관협정 교육
·경관협정 매뉴얼화

③관련전문가 및
지역활동가 부족

17.2%

③국토관리체계
경관법·제도의
모호한 역할 해소

20.7%

3순위

·전문가 및 활동가
참여체계 구축
·중간 지원체계 구축

④경관협정
추진의 번거로움

13.8%

④기타
(인센티브 등)

6.8%
4순위

10.3%

⑤경관제도
운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경관협정 특성별 관리
·지원 체계 구축

⑤경관협정 내용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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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협정 주체별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경관협정 참여
- 경관협정의 주민참여 활성화는 실제 필요한 경관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적용하
는 방안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Ÿ

제주도 경관사업 중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가로환경정비사업, 살고싶은 도시만들
기 사업, 간판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사업, 그린파킹 사업, 차없는 거리 조성사
업 등이 비교적 높은 순위로 나타났음

Ÿ

이러한 경관사업 중 시행 필요성이 우선되고, 경관협정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 추진이 필요함

○

경관관리 전문성 강화
- 제주도의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경관협정의 법적 개정사항, 경관
협정 유형, 경관협정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교육방안, 실제 경관협정 우수 사례,
추진 절차 등 포괄하는 매뉴얼의 갱신이 필요함

○

경관관련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경관협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유관기관의 중간지원조직을
경관관련 사업 컨설팅 업무에 참여시키는 방안 필요
Ÿ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균형발전지원센터, 대학의 경관관련 연구소
등을 경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및 지원하는 방안 검토

Ÿ

일본 교토시는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마을센터를 통해 행정기
관, 시민, 기업 등을 참여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음

○

제주도 경관협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경관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협정 항
목을 특성별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경관협정 항목별로 기본적인 항목 내용은 유지하되, 경관협정구역의 용도별 특성,
도심의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협정 내용을 구성함
- 또한, 경관협정 항목 중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
하여 협정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경관협정 지원체계 중 협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관협정의 인센티브는 경관협정에 따른 보상, 경관협정 유도, 경관협정 규제
등의 방안을 마련 필요
- 보상 : 보조금, 경관협정 체결 시 세제감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 유도 : 공공사업 우선 배정, 행정지원(운영회, 협정서, 심의 등), 기술적 지원
- 규제 : 보조금 및 세금 환수(미이행시), 공공사업 및 건축인센티브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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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제주지역 마을공동어항 특화 및
관리 방안 연구
엄상근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은 4면이 해양인 전국 유일의 지역으로 어항이 99개에 이르며 어항의 중요성
도 높은 지역이나, 대규모 어항을 제외한 소규모 어항으로 분류되는 29개의 마을공동어
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제주지역 29개 마을공동어항은 실제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 어항별 특
화 및 관리를 통해 주민생활 개선과 대외 경쟁력(문화, 관광 등)을 갖는 공간으로 개선
될 가능성이 높음

○

본 연구는 제주지역 마을공동어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29개 마을공동어항의 기초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여 특화 및 관리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어항 특화 및 관리 관련 선행연구 조사(기존 연구보고서 검토)

○

어항에 대한 분류 및 기초통계 분석 수행

○

제주지역 어항의 현황분석 수행(현장 조사)
- 마을공동어항 29개항의 기초현황 분석 + 현장조사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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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타 지역 소규모 어항 공간관리 우수사례(사례 조사)

○

제주지역 마을공동어항 특화 및 관리 방안 제시

○

해양공간 전문가 참여 및 전문가 포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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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법적/ 계획적 검토
- 어항의 지정기준(「어촌·어항법 시행규칙」10조) : 마을공동어항은 어촌정주어항 지정
기준인 현지어선 20척(어항 여건에 따라 10척) 이하인 항·포구로 해석할 수 있음
-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국가균형발전전략 중 소규모 어항·포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은 본 연구의 소규모 어항(마을공동어항)과 정
책 방향이 맞고, 사업의 4가지 방향을 참조 가능
-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14~2018)은 항만의 위계 상, 국가어항과 지방어
항, 어촌정주어항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 2018 업무계획 : 소규모 어항 관련 사항 : 3. 연안·어촌 개발로 지역균
형발전 선도 ① 어촌 뉴딜 300 등을 통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계획 : 2.해양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전략3. 젊은 창작
을 통한 콘텐츠 인프라 확산, 3-② : 젊은 작가 해양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제시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업무계획 : 특색있는 어항개발 및 잠재력 있는 전통포구
의 정비 사업 제시

○

제주지역 마을공동어항 현황 조사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어항(마을공동어항)은 28개소1)가 있음
- 제주도 마을공동어항의 조사방법론 및 범위
Ÿ

통계정보 활용 : 제주도 마을공동어항 개소, 위치 주소 등 파악

Ÿ

연안통합지도서비스(http://coast.mof.go.kr/) : 제주도 소규모어항의 공간적 범
위, 토지지용, 연안관리계획, 공유수면, 현장도면, 관리도면 등

Ÿ

현장조사 : 어항의 물리적 상황, 이용여건, 특수성, 기타 자원 등

<제주도 마을공동어항 조사 범위>
구분

기초조사

현장조사

조사 내용

공간적 범위

·행정구역, 어항구역

토지이용

·등심선, 용도지역, 해양구역, 기타

연안관리계획

·1차, 2차 계획의 연안용도 지정도

공유수면

·사용, 매립 및 계획 등

물리적 상황

·어항노후도, 시설 전통성

이용 여건

·어선 이용, 지역주민 이용, 접근성

특수성

·특화자원, 기타

1) 제주도의 소규모 어항은 29개소였으나, 제주시 신양3구항이 국가어항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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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소규모 어항 우수사례 조사
- 국내사례 : 전북 고창군 하전마을, 경기도 안산시 선감 어촌마을, 울산시 동구 주전
어촌마을,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마을, 전남 해남군 송호·중
리마을, 충남 보령시 외연도 포구,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마을 등
- 국외 사례 : 일본 도야마현 쿠로베시 이시다 피샤리나지구, 일본 도야마현 ‘전원어촌
공간 정비사업’, 포르투갈 Matoshinhos-Sesimbra 어항

○

조사 결과
- 노후도
Ÿ

조사대상 28개 어항 중, 양호 13곳, 보통 8곳, 노후 7곳으로 분석되었음

Ÿ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이나, 노후도가 높은 곳이 7곳으로 나타났으며 노후도가 높
은 어항의 정비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전통성
Ÿ

조사대상 28개 어항 중 전통적인 형태의 어항은 온평중동항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구성되어 있음

Ÿ

제주지역 마을공동어항은 전통적인 형태의 어항이 아닌 형태로 분석됨

- 이용성
Ÿ

어항의 이용은 주로 지역주민이 어선 정박용, 수산물 처리, 주차장, 어촌계 시설
로 이용되고 있으며 간단한 파고라 등의 약간의 시설이 설치됨

Ÿ

온평중동항, 일과항은 연안공원으로 조성되었은데, 이는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접근성
Ÿ

접근성은 도로인접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는데, 대부분 연안도로에 인접하여 비양
동항, 동일항, 오조항, 위미종정항, 토산항, 하례항 등을 제외하고는 어항접근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화자원
Ÿ

조사대상 28개 어항 모두 특화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어항마다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Ÿ

체험마을 조성, 올레길 인접, 연안산책로, 용천수 시설, 양식장 인접, 해양공원 조
성, 수산물 식당, 다이버센터, 수심이 낮은 연안, 주거 및 상업시설의 연접 등에
따라 분류하였음

- 종합분석
Ÿ

현재 어항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해양관광 활용, 지역주민 이용, 복합적 활용,
활용도 낮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음(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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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규모어항 종합분석 결과>
구분

물리적상황
노후도 전통성

이용여건
이용
접근성

특수성
특화자원
기타

종합분석

①수원항

보통

낮음

·어선
·주차장

높음

·체험마을
·등대
·테우낚시 체험 ·관광유어장

해양관광 활용

②묵리항

양호

낮음

·어선
·수산물처리

높음

없음

없음

지역주민 이용

③비양동항

노후

낮음

·어선

낮음

없음

없음

활용도 낮음

높음

도항선

등대

복합적 활용

④비양항

양호

낮음

·어선
·휴게시설
·수산물 처리

⑤서천진동항

양호

낮음

없음

높음

없음

없음

활용도 낮음

높음

없음

없음

활용도 낮음

⑥영일동항

노후

낮음

·어선
·휴게시설

⑦전흘동항

양호

낮음

·어선
·주차장

높음

없음

개인
레저스포츠

지역주민 이용

⑧주흥동항

보통

낮음

·어선
·주차장
·판매시설

높음

수산물
판매시설(노상)

없음

지역주민 이용

⑨하고수동항

보통

낮음

·어선
·휴게시설

높음

없음

해수욕장
인접

지역주민 이용

⑩하우목동항

양호

낮음

·도항선
·주차장

높음

선착장

없음

복합적 활용

⑪동일항

보통

낮음

·어선
·주차장
·휴게시설

낮음

없음

없음

활용도 낮음

⑫보목항

보통

낮음

·어선
·주차장
·수산물
판매시설

높음

올레길

주거 및
상업시설
인접

해양관광 활용

⑬삼달항

노후

낮음

·휴게시설

높음

올레길

없음

활용도 낮음

⑭시흥항

노후

낮음

·어선
·수산물
처리시설

높음

긴 방팡제

없음

지역주민 이용

⑮신례항

노후

낮음

·어선
·주차장

높음

없음

없음

활용도 낮음

⑯신양동항

보통

낮음

높음

수심 낮은 연안
없음
인접

⑰신풍항

노후

낮음

높음

없음

⑱오조항

양호

낮음

없음

낮음

⑲온평중동항

양호

높음

공원쉼터

높음

⑳위미세천항

양호

낮음

·어촌계시설
·주차장
·휴게시설

높음

육상양식장
연접

없음

위미종정항

양호

낮음

·휴게시설

낮음

용천수시설

올레길 인접 해양관광 활용

·어선
·휴게시설
·어선
·휴게시설
·수산물 직판장

·연안산책로
조성
·해양양식장
인접
혼인지마을
연접

지역주민 이용

양식장 인접 지역주민 이용

올레길 인접 활용도 낮음

올레길 인접 해양관광 활용
지역주민 이용

21

기
본
과
제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구분

물리적상황
노후도 전통성

이용여건
이용
접근성

특수성
특화자원
기타

종합분석

일과항

양호

낮음

·휴게시설
·연안공원

높음

없음

수심이 낮은
활용도 낮음
닫힌 연안

태흥1리항

양호

낮음

·어선
·어촌계 시설

높음

·해안공원
·어촌계 식당

올레길 인접 복합적 활용

토산항

보통

낮음

·주차장

낮음

없음

올레길 인접 활용도 낮음

낮음

없음

다이버센터
설치

하례항

보통

낮음

·어촌계
·다이버센터

하예항

양호

낮음

·어선
·휴게시설

높음

없음

올레길 인접 지역주민 이용

가파상동항

양호

낮음

·도항선
·주차장

높음

선착장

없음

복합적 활용

마라살레덕항

노후

낮음

도항선

높음

선착장

없음

활용도 낮음

해양관광 활용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지역 조사대상 전체 28개 어항의 현재 상황
- 기초조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분석 결과로 제시함

○

조사결과에 따른 28개 어항의 종합평가
- 28개 각 어항을 어항의 이용여건, 특수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잠재력, 개선방향, 정
비 유형을 분류

○

현재 상황과 종합평가에 기초한 28개 어항의 개선 방향
- 28개 각 어항의 종합평가에 기초하여 어항의 개선 방향 제시

○

어항별 종합평가와 개선방향에 기초하여 제주지역 28개 어항의 정비유형을 5가지 유형
분류함
-  해양관광 특화형,  지역주민 휴양형,  수산활동 향상형,  지역발전 기반형,
 연안환경 보전형

○

제주지역 28개 어항의 정비 정비유형 제안
-  해양관광 특화형 : ① 수원항, ⑤ 서천진동항, ⑦ 전흘동항, ⑨ 하고수동항,
⑭ 시흥항, ⑯ 신양동항, ⑱ 오조항,  위미종정항,  일과항,  하례항
-  지역주민 휴양형 : ② 묵리항, ③ 비양동항, ⑥ 영일동항, ⑮ 신례항,  하예항
-  수산활동 향상형 : ⑧ 주흥동항, ⑫ 보목항, ⑰ 신풍항, ⑳ 위미세천항
-  지역발전 기반형 : ④ 비양항, ⑩ 하우목동항, ⑲ 온평중동항,  태흥1리항,
 가파상동항,  마라살레덕항
-  연안환경 보전형 : ⑪ 동일항, ⑬ 삼달항,  토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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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발전 방안
손상훈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e Transit)은 이용승객의 요구와 수요
에 따라 고정된 노선 없이 자유롭게 운행되는 교통수단을 의미함

○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추가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대중교
통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다 개별적이며,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국내외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적극적
으로 도입되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제주지역에서도 2017년 하반기 대중교통체계개편과 함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도입
되어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8년의 경우 10개 노선으로 수요응답형 노선이 확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여전히 도입 초기단계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점검하고, 발
전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

시간적 범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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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적 범위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론적 고찰
- 제주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 제주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발전 방안

연구결과
○

6개월(2018년 3월~8월)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10개 노선 이용자 수는 27,014명으
로 확인되었음.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46.8명/일, 운행 1회 평균 이용자 수는 1.3명
/회ㆍ대로 나타남

○

전체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6개월간 이용자수는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월간 증가율은 2.2% 수준임

○

노선별 이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 한림(782-2번)과 조천(703-1번, 703-2번) 노선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용자는 전체적으로 노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 환승,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순서로 나타남

○

승차시간대는 7시, 8시, 9시 순서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선별로 차이가
존재함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용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노선, 배차간격, 운행시간 등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의 77.6%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응답

○

불만족하는 이용자의 경우 배차간격과 굴곡노선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을 사전예약 방식으로 전환에 부정적으로 답변함
- 응답자의 68.7%가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개선의견 조사 결과 이용자는 배차 간격 축소, 수요 중심 노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
대를 희망하고 있음

○

운전자의 주요 개선의견은 지역/노선 확대, 피크 시간대 수요 대응, 승하차 방식 개선임

○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는 제주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발전방향으로 기존
이용자에 대한 이용편의 증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역 확대, 재정지원 절감 병
행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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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고정노선, 고정시간표 기반 운행
- 제주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현재와 같이 고정노선(Fixed route), 고정시간표
(Fixed-schedule) 기반으로 운행이 바람직

○

운행시간표 안내책자 제작 및 차내 배치
- 노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행시간표를 안내할 수 있는 책자(팜플렛)를
제작하여 차내에 배치

○

이용객 요청 반영 하차지점 유연하게 운영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경우 그 차별성과 특성을 활용하여 승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류장이 아니라도 경로상 버스정류장 인근 하차를 허용하는 방안 적용

○

순환형 노선 분리 및 직선화
- 현재 순환형으로 구축되어 있는 노선의 경우 노선을 분리하거나 노선을 직선화하여
이용객의 통행시간 절감 추진

○

이용적은 대중교통 노선 수요응답형 노선 전환
- 평균 5명/회 미만인 20개 대중교통 노선을 우선적으로 수요응답형 전환 검토. 수요
응답형 노선 전환과 함께 노선 조정(통폐합) 병행

○

계절별 이용수요 대응 수요응답형 노선 신설
- 계졀별 수요 차이가 큰 1100도로 경유 240번 노선, 절물자연휴양림이 종점인 343
번, 344번 노선 수유응답형 노선 추가 운행 제안

○

전기승용차(전기택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활용
- 전기승용차(전기택시)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대형택시 용량을 넘어서는 수요에 대
응하고, 최대 이용객이 극히 낮은 노선은 전기승용차(전기택시)로 전환하여 운영비용
절감 추진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송비용(원가) 재산정
- 차기에 추진되는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과업내용에 포
함하여 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 추진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행복 택시, 특별교통수단 통합
- 고정 노선, 고정 시간표 기반의 수요응답 노선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중심
- 콜기반의 수요응답 노선은 특별교통수단에서 총괄

○

이용객 자료 전산화 및 활용
- 이용객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용패턴을 분석하는 등 전산화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
용 추진

25

기
본
과
제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

기본과제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활성화 방안
박창열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한편, 기상이변 등에 의해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와 발생패턴 또한 대형‧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방재기능을 부여해오던 시설(학교, 체육관 등)
에 더하여 도시공원을 재난대응,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제주도는 섬지역이면서 국내 최대 관광지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
민뿐만 아니라 체류인구에 대한 안전 확보,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지원 한계 등의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재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 전역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주지역 도시공원에 방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주요내용은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관련 법제도 검토, 도
시공원의 방재기능 도입 사례 조사, 제주지역의 재난안전 사고 현황 및 도시공원 운영
현황 조사 등으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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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기
본
과
제

-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관련 법제도 조사 및 검토
- 국내·외 도시공원 방재기능 도입 사례 조사 및 시사점
- 제주지역 도시공원 운영현황 및 방재기능 실태 조사
- 제주지역 재난안전 사고 현황 조사
-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결과 및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도서지역이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연안지역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재해
위험지역, 사고다발지역, 공항, 항구 등에는 기존의 방재시설에 더하여 보다 탄력적인
방재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일환으로 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행
정적 순기능을 활용하여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도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일본에서는 지역방재계획 수립시 방재공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에
서 방재공원 조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음

○

둘째, 고립되어 있는 제주도의 재난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필요 지역(재해위험
지역, 소방 취약지역 등) 인근의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으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
한, 지역별(연안지역과 중산간지역, 주거지와 관광지 등) 재난안전 사고 특성(위험요인,
취약요인 등)이 상이하고, 마을 간 협력․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안전실태
와 방재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등을 방재축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유사시 재난대피 및 지원 거점으로 운영가능하며, 평상시 도민들의 안전의
식 고착은 물론 교육훈련 및 구호물자 보관 등을 위한 공간으로도 운영할 수 있음

○

셋째, 도시공원의 기능 다양화를 통해 공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방재 및 안전기능 도입
으로 미집행률 개선을 도모해나갈 필요가 있음. 2018년 4월 기준 도내의 20년 장기미
집행 도시공원은 총 43곳(총면적: 694만m2)인데,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
설 지정이 해제되면(2020년 7월 1일), 제주도의 토지이용 관리의 어려움(녹지공간 축
소 등)과 난개발 등이 가속화될 위기에 놓여 있음. 따라서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
던 도시공원의 기능(휴식, 체육 등)에 방재 및 안전 기능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의 위상을 향상하고, 미집행률 제고에 기여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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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제주지역은 골목길의 불법주차, 도로의 불법점용 등에 의해 열악한 소방차 진입
로 환경, 구도심지에 위치한 노후 주택밀집지역 등 소방 대응을 위한 취약한 환경에 놓
여있음. 따라서 취약지역 주변의 도시공원을 검토하여 소방 방재기능을 보완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의 방재기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종합 및 정책제언
○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제도화 및 기준 마련
- 공원․녹지, 재난관리, 자연재해 등 관련 국내 법제도를 살펴보면, 그간 우리나라 도
시공원의 방재기능은 태풍, 홍수 등에 대비한 사전예방적 대책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피, 교육․훈련, 구호지원(물품보관 등) 등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재난관리
를 위한 도시공원의 방재 기반시설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일본은 과거 대규모 재난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발생시 지역의 방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재해저감(유출저류 등) 뿐만 아
니라 대피, 임시 거주, 교육․훈련, 구호 등 다목적 재난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 방재공원의 설치기준 등을 제도화하여 지역방재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재난유형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
자치도만의 행정적․기능적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탄력적 방재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도입을 제도화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음

○

방재거점과 방재축으로써의 도시공원 활용
- 도시공원은 지역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
시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또한, 제주지역은 도민의 주거지역과 숙박시설(관광객 등)이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방재거점이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들을 연계한 방재축을 구축하여 비상상황시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
가 있음

○

지역의 재난안전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원 방재기능 검토
- 제주지역의 자연재해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취약한 지정학적 여건에 의해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해왔음
- 그러던 중, 2017년 2월 대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2018년 2월에 또
다시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하여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큰 불편을 입은
바 있음
- 이처럼 제주지역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연간 1,500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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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관광객들 까지도 책임져야하는 불리한 재난관리 여건에 놓여 있음
Ÿ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특성의 양극화 심화, 해수면 상승 확대 등 가속 전망

-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재난안전 환경에 놓여있는 제주도에는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면서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의 확충이 효율적일 것임. 따라서 도 전
역에 분포한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활용성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음
Ÿ

도 내의 재난안전 여건을 파악하여 위험지역을 선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
시공원 방재기능 도입 필요

○

주택밀집지역 등 소방취약지역 주변 공원의 소방기능 강화
-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는 주거시설에서 발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음. 또한, 전국의 화재 발생비율(인구 1만명당 비율)은 발생건수와 재산피해가 크게
나타나지만,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Ÿ

(인구 1만명당 비율)전국 평균 발생건수는 8.45건, 제주도는 9.46건

Ÿ

(인구 1만명당 비율)전국 평균 재산피해액은 81,831천원, 제주도는 89,594천원

- 화재 발생건수는 제주지역의 기후조건과 체류인구의 급증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피해현황과 원인 등을 살펴보면, 화재발생시 인명 대피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화재진압 및 소화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들어 타 지자체에서는 주택밀집지역 등 소방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원 및 광장
등을 활용하여 화재의 초동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소방시설(소화전 등)을 배치
하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은 고질적 주차문제로 인한 소방차 진입로 문제, 구도심의 노후 불
량주택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공원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소방방재기능을 도입해나갈 필요가 있음
○

방재기능 도입을 통해 공공재로서의 도시공원 위상 향상
- 도시공원의 미집행률은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2015년 12
월 기준, 공원 미집행률: 55.2%). 그 원인은 타 시설(도로, 학교 등)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중요도, 예산 반영 후순위, 장래 여건 고려치 않은 공원 지정, 공공재 인
식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Ÿ

(2018년 4월 30일) 도내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12곳 등 43곳이며, 총면적은 694만m2에 해당함

-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도시공원의 일반적
기능(휴식, 체육 등)에 방재 및 안전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
공원 위상을 향상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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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제주지역 소방서비스 개선방안
박창열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한편, 기상이변 등에 의해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와 발생패턴 또한 대형‧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재난 발생, 도시공간 확대로 인한 재난의 2차, 3차 피해 등
은 제주지역 전반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에서의 재난 대응력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소방기관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그 밖의 모든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및 위험에 대응하는 재난기관으로
써의 역할과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소방기관의 역할도 미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수요가 변화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재난환경 여건과 변화를 소방 중심(화재 등)
으로 살펴보고, 선진 소방사례 및 제주지역의 소방 취약성 등을 근거로 제주지역의 소
방서비스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재난환경 여건과 변화를 소방 중심(화재 등)으로 살펴보고, 제주
지역의 소방 취약성(구조‧구급건수, 현장도착률, 지역안전지수 등)을 근거로 하여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방서비스 개선방안을 살펴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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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권역별 소방서비스 평가 및 취약성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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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소방 관련 DB(피해현황, 출동건수 등) 조사 및 시사점
- 선진 소방체계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 제주지역 소방 운영 현황 조사
- 제주지역 소방서비스 평가와 취약성
- 제주지역 소방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재난환경 여건과 변화를 소방 중심(화
재, 안전사고 등)으로 살펴보고, 소방서비스 관련 요인, 선진 소방체계 사례 등을 토대
로 취약성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소방서비스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

취약성 기반의 소방서별 특성화 추진
- 제주지역은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해양사고, 산악사고, 전기 및 가스사고 등 특수재
난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고, 본섬 주변의 부속섬(추자도, 우도 등)에도 상주인
구가 존재하여 특수한 재난환경에 놓여 있음
Ÿ

싱가포르는 수난, 탐색, 고공 등 특수구조 활동을 위한 별도 조직인 ‘DART Unit’
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119와 4개 권역 방면지휘부에 있는 4개 소방서에서 위
험물 대응을 전담하고 있음

- 또한, 제주지역은 권역별로 소방 사고현황 및 여건이 상이하며, 안전실태 및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권역별 취약성을 고려하여 소방서비스 체계를 특
성화할 필요가 있음
Ÿ

제주소방서 권역은 담당면적이 제주도의 14%정도이지만, 세대수는 54%, 인구는
57%를 담당할 정도로 관리대상의 밀도가 높은 편임. 또한, 제주도 전체 화재의
38%, 구조 44%, 구급의 48%가 제주소방서 권역에 발생하고 있어 취약성이 높
은 도심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 도심재난방재센터로 특성화

Ÿ

서귀포소방서 권역은 한반도로 유입되는 태풍의 회전반경에서 영향이 큰 지역으
로 매년 태풍 및 폭우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지역임. 또한, 미래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자연재난방재센터로 특성화

Ÿ

동부소방서 권역은 면적이 제주도의 42% 정도로 산림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산림화재의 빈도가 높은 편임. 또한, 권역 내 세계자연유산(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이 산재해 있어 산림재난방재센터로 특성화

Ÿ

서부소방서 권역은 제주 6대항(제주항, 서귀포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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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중 3개항(애월항, 한림항, 화순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곽지, 협재, 금능, 화순
등 해수욕장이 산재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으로 해양재난방재센터로 특성화
○

현장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팀 운영
- 제주지역의 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현장
대응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전국 대부분의 소방서에서는 소방서별 3개의 현장지휘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현장지
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주도 및 전라남도만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이에 현행 소방서 현장대응과 예방지도팀, 구조구급팀, 방호조사팀의 기능을 확대하
여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예방지도팀 업무는 예방안전과를 신설하는 등 현장대응과
별개로 하고, 구조구급팀, 현장지휘1팀, 현장지휘2팀, 현장지휘3팀으로 구분하여
24시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확대
- 우리나라의 소방 교육훈련 시설은 크게 소방학교와 소방교육대로 구분되며, 전국에
9개의 소방학교와 4개의 소방교육대가 분포되어 있음
- 제주지역의 소방 교육훈련 시설(소방교육대)은 제주시 산천단동길 24에 위치하고 있
으며, 부지면적은 9,709m2임. 다른 소방교육대와 비교해보면, 면적과 시설은 큰 차
이가 없으나, 소방학교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제주지역은 산악, 해양, 부속섬 등에서 다양한 사건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며, 일시 체
류인구가 많고 급변하는 기후환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발생이 많은 환경
에 놓여 있음. 또한, 제주지역은 내륙지역과 고립되어 있어 주변 지역으로부터 지원
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의 소방 교육훈련 기능은 재난현장의 표준작전절차(SOP)를 시행할
수 있는 자체적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즉, 기존의 제한적인 훈련 외에 실질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공간 및 시설을 확보(이전, 확대 등)할 필요가 있음

○

소방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 제주도의 2017년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률은 56.1%로 전국평균 57.6%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화에 따라 이전 연도보다 계속 하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 중 도심지역인 제주소방서는 69%, 서귀포소방서 70%로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인 서부소방서 및 동부소방서는 34%,
45.4%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음
- 이러한 특성은 농어촌지역보다 도심지역이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률이 2배 이상에 해
당하는 수치로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소방안전이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농어촌 외곽지역까지의 관설소방력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초기대
응이 용이한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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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의용소방대 운영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는 의용소방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데 반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의용소방
대원을 소방인력으로 적극 활용 중임. 특히 프랑스 외곽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만으
로 소방대를 운영하는 사례로 찾아볼 수 있음
- 따라서 초기대응이 용이하지 못한 도서 외곽지 또는 부속섬 지역에 대해서는 의용소
방대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함. 즉,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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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제주지역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건물 확충방안
김현철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는 상술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제주지역의 에너지 수요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녹색건축물관련 정책 및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하고자 함
Ÿ

원전 리스크 전반이 높아지고 이러한 리스크가 비용에 명시적으로 계상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Ÿ

또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원전 및 전력공급구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화석연료의 비중 조정,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증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강화할 전망임

Ÿ

향후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에너지 절
약형·친환경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국내외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
으로 사료됨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방법은 통계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정량분석을 근간으로 함
- 제주지역 녹색건축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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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존에 나왔던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 정리

Ÿ

녹색건축 관련 법률 및 조례현황 정리

Ÿ

용도별․지역별 건축물 현황 및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현황 등

2018년도 연구결과

- 녹색건물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한 실태 파악
- 제주지역의 기존 및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수요 절감방안
Ÿ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 사용 감축효과 분석(건물에너지 평가 모델
활용(ECO2-OD))

Ÿ

에너지 사용 감축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건의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건물에너지성능 평가를 위하여 정부공인 소프트웨어인 ECO2-OD를 활
용하였음
- 제주도 건물 연면적 전망
Ÿ

건축물에너지 소비량 및 절감효과 전망을 위하여 건물 연면적 추정

Ÿ

신축건물 증가량은 기존의 건축물사용승인 자료를 활용하여 선형회귀분석

Ÿ

기존건물 멸실량은 2001년 이전 건물에 대해 연간 1% 씩 멸실

Ÿ

2027년에는 지금보다 82% 증가한 111.7백만 ㎡로 추정

Ÿ

2027년에는 62%가 2017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로 구성된 것으로 전망됨❍ 녹
색건축물 기술적용 다섯가자 시나리오별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했으며 이에 따른제
주도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는

Ÿ

시나리오5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는 338.3천toe 달함

Ÿ

용도별 절감량은 단독주택 101.7천toe, 공동주택 119.0천toe, 비주거용건축물
117.5천toe 임

Ÿ

녹색건물물로 성능을 개선할 경우 단독주택에서는 절감율이 87.4%로 성능향상
효율이 크게 나타남

Ÿ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을 녹색건축물로 개선할 경우 개선효율이 크게 나타남

- 제주도 녹색건축물 보급 효과 분석결과의 시사점
Ÿ

건물의 단열기준 변화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큰차이를 나타냄. 제주도 내
건물의 50%가 단열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1989~2009년 사이에 지어진 관계로
에너지성능이 낮은 반면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면 개선효율도 크게 증가할 잠재성
을 지님

Ÿ

비주거용건물이 5%, 주거용건물이 50%임. 주거용건물 증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72.8%임.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물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됨

Ÿ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약 10.2%에 달하나, 소명가능성이 높으므로 녹색
건축물로 전환 시 건물의 내구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야 함

Ÿ

200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은 2017년 이후에 지어진 것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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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3.4배, 공동주택은 2.9배, 비주거용건축물은 2.0배의 에너지를 소비
함. 따라서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물에 대해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이 절실함
Ÿ

2027년 전체건물의 55.7%가 신축건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44.6%는 기존건물이므로 기존건물 성능향상의 중요성을 나타내줌

Ÿ

건물에너지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027년 건물에너지소비량의 55.8%가 2001
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신축건물의 에너지소비량
비중은 6.1%에 불과함. 즉, 기존건물 중에서도 특히 2001이 전에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높음

Ÿ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로 2025년까지 민간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함.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제도상 1+++이상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수요정책 수립시 시나리오 5
안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종합 및 정책제언
○

제도적 기반
-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Ÿ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Ÿ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개정하여
신축건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심의
기준 신설

-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강화
Ÿ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부과

Ÿ

제주도의 별도 기준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Ÿ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융복합적으로 설계하여 에너지생산뿐만 아
니라 시민의의 증진도 고려할 것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Ÿ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설계기
준’을 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기준’에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
여야 함

○

재원확보
- 기후변화기금설치
Ÿ

36

Carbon Free Island,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제주도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종

2018년도 연구결과

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기후에너지기금(가칭)’을 설치할 필요가 있
음. 그린리모델링기금의 경우 설치되지도 않았지만 용도가 건축물 성능개선에 국
한되므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기후에너지기금
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홍보
- 건물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건축주와 건축 설계전문가에 대한 인식제고 필수
-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CFI 203 계획과 건물에너지정책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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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제주지역 에너지수요모형
구축 연구
김현철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이전 기본과제인 “제주지역 에너지 수요전망연구”의 후속과제의 일환으로 수
행 하는 과제임
- 1차 연구에서는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지극히 기본적인 수준의 연구에 머물러 있었음
- 에너지 수요추정 관련 독립변수 데이터셋 구축시 기존보다 훨씬 확충시킬 필요가 있음
- 독립변수의 체계도 기존보다 훨씬 정교하게 가다듬고 활용 할 필요가 있음 (예: 산업
생산지수의 정교한 도출)
- 에너지 수요추정기법도 기존을 뛰어넘어 ARMA, VAR, ECM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방법은 통계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정량분석을 근간으로 함
- 현황분석
Ÿ

기존에 나왔던 관련 문헌의 포괄적 조사 (학술 및 정책 문헌)

Ÿ

현황 통계 조사

- 기술통계
Ÿ

선정된 독립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통계 분석 (시계열 자료의 추세 분석포함)

- 다양한 모델을 활용한 시계열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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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차에서는 OLS분석을 하였음

Ÿ

VAR, VEC, NEWEY, AR, MA, ARMA 등

2018년도 연구결과

연구결과
○

기
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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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부문과 2원별 시계열 에너지 수요의 최적 모형 선정이 주목적임
- 에너지수요의 4부문은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 공공부문이 있음
- 에너지 원별수요는 석유(류)에너지, 전력에너지, 가스에너지, 신재생·기타로 나누어
지며 후자의 2개의 원별에너지(가스, 신재생에너지)이 경우 시계열(혹은 관측치)이
너무 적어서 통상적인 회귀분석에서 사용 불가이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

에너지 수요모형구축의 목적은 대상지역의 지역특성을 잘 파악하여 해당 지역의 에너
지·기후정책 수립의 유용성을 담보하는 것이며 본과제의 목적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2017년도에 실시했던 “제주지역 에너지 수요전망”에 이은 후속 연구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이전연구의 그것과 비교하여 모형의 적성성과 개별변수들의 유의
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 에너지 수요전망”의 경우 연구 성과 측면에서 보아 나름의 의미와 아쉬움
을 남겼다고 볼 수 있음
Ÿ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정격적 회귀분석은 그
비용과 시간적인 제약에 있어서 쉽지 않은 과업이라 할 수 있음

Ÿ

데이터 관측치의 제약은 에너지 수요 모형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 하는데 크나큰
제약이라 할 수 있음

Ÿ

20개 남짓의 시계열 데이터를 OLS로 분석함으로써 형식상은 시계열이지만 내용
상은 횡단면 분석과 같은 것 이어서 분석의 결과가 여러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
던것이 사실임

Ÿ

즉, 데이터 관측치의 지나친 유한성과 분석모형의 지나친 단순함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 금 번 연구는 과거의 연구의 제약을 나름 극복하면서 시도되었고 나름의 성과를 얻
었다고 사료됨
Ÿ

분석의 결과에 큰 영향은 없긴 하겠지만 그동안 1년이 경과되어 1개의 관측치가
추가되었음

Ÿ
○

분석모형도 Newey, AR, VAR 등 다양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데이터의 성격이 원래 시계열이라 모형 안에 시차를 허용함으로써 설명력이 상당히 증
진되었음
- 본연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시계열 모형은 다음과 같음
Ÿ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모형(제1모형) : VAR모형

Ÿ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모형(제2모형) : VAR모형

Ÿ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수요모형(제3모형) : VAR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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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모형(제4모형) : Vector ECM모형

Ÿ

석유부문 에너지 수요모형(제5모형) : Newey모형

Ÿ

전력부문 에너지 수요모형(제6모형) : VAR모형

Ÿ

상술한 6개의 모형 중 제5모형의 경우 여전히 문제점이 상존해 있음을 발견되어
최선보다는 차선의 모형을 선정하였음

종합 및 정책제언
○

석유부문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는 연구에 활용 될 수 있는 시계열 관측치와도 무관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그 문제는 시계열 자료가 길어지고 대안적 연구방법의
채택 등 에 의해 문제가 완화되어 질것으로 사료됨

○

연구의 불완전 혹은 불만족스러움과 연계되어 다음과 같은 후속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부문과 원별 에너지와의 관계를 고려 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
Ÿ

예를 들어 전력 혹은 석유류는 각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
지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됨

Ÿ

시계열 관측치가 지나치게 과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모형의 근간을 단순 시계열모형에서 패널 모형으로 시
도 해볼 필요가 있음

Ÿ

이를 위해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셑을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
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데이터 셑을 구축할 수 있다면 제주의 에너지 수
요 패턴에 중요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는 모형구축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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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기
본
과
제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고태호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제주지역은 양호한 양적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 고용 안정성 등 고용의
질적 지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고용정책의 방향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 보다는 일자
리의 질적 개선, 즉 좋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2018년 1월 「2018~2022년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좋은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좋은 일자리 창출이
라는 정책목표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Ÿ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기준은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임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중요도를 실증분석하고자 함
- 또한 좋은 일자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임금수준을 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 또는 미취업자가 선호하는 임금수준을 추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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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 및 방법
○

제주지역 고용현황 및 고용 관련 정책 분석
- 제주지역 고용여건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 고
찰하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함

○

좋은일자리 기준 설정 및 분석 모형 설정
- 먼저 ‘좋은 일자리’와 관련한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결
정하는 요인을 설정함
- 설정된 좋은 일자리 결정 요인을 기준으로 일자리 결정요인별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
한 일자리 선호 모형을 설정함
Ÿ

일자리 선호 모형은 대상의 선호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
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개발함

-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선호 임금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호 임금수준 모형을 개발함
Ÿ

선호 임금수준 분석모형은 특정 금액에 대한 대상의 수용 여부를 로짓모형으로 분
석할 수 있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을 활용1)하여 개발함

○

좋은 일자리 실증 분석
- 개발된 분석모형에 의거하여 지역 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입장에서의 좋은 일자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함
□ 지역 청년 대상 일자리 관련 설문조사 개요
◦ 일시: 2018년 9월 6일 ~ 2018년 9월 20일
◦ 대상: 제주지역 거주 20~34세 청년 대상
- 청년고용촉진법 상 청년의 연령 기준인 15~34세 중 주요 취업계층인
20~34세를 기준으로 설문 실시
◦ 설문부수: 600부(최종 유효 부수 556부)

1)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응답자에게 미리 설정된 금액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응답에 따라 높은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여 한 번 더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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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기
본
과
제

제주 청년 일자리 선택 모형 분석 결과
- 직장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만족도 및 사회적 평가에 따라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
향이,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에 따라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직장경험 유무에 따른 일자리 요인 중요도 변화

○

제주 청년 선호 임금수준 추정 모형 분석 결과
- 제주 청년의 50%(정치적 합의 수준)는 241.2백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판단하였으며, 대부분(90% 이상)의 청년이 인정하는 좋은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312.8만원 이상으로 추정됨

<표 1> 제주 청년 선호 임금수준 추정 모형 분석 결과
(단위: %, 만원)

구분

20%

30%

40%

50%

60%

70%

80%

90%

선호
임금수준

204.8

218.2

230.0

241.2

253.1

266.7

284.2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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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경험 지원 강화
- 제주 청년 미취업자는 자신의 적성 및 사회적 평가에 따라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경
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 사업은 임금보전 정책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
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선호를 감안할 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 임
금보전 사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경험·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제
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Ÿ

이와 관련하여 민선 7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더 큰 내일센터’ 사업을 활용할 필
요가 있음

○

‘좋은 일자리’ 기준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제주지역 청년이 선호하는 임금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제주 청년의 50%(정치적 합
의 수준)가 선호하는 임금수준은 월 241.2백만원으로, 실제 제주지역 월 평균 임금
은 206.5만원(2017년 4월 기준)에 비해 약 40만원 정도 높은 수준임
- 이러한 지역 청년의 선호 임금수준을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의 지표로써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Ÿ

제주도로의 기업 유치 추진 시 투자금액이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임금 수준 이상의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Ÿ

청년 대상의 임금보전 사업 추진 시 월 241.2백만원 이상(5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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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기
본
과
제

제주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현지시장 개척 지원 방안
- 베트남 화장품 시장을 중심으로 고철수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전 세계적인 FTA 체결 확산, 세계무역의 다극화 등 통상환경에 맞는 제주지역의 수
출 기업의 전략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활성화
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
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시
장(베트남) 개척 지원 사업을 수립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제주지역 화장
품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수출제품(화장품)에 대한 현지시장(베트남) 개척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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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화장품 산업 현황 파악
- 제주지역 화장품 산업 동향 파악
- 화장품 수출진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
- 외국 및 타시도 벤치마킹 문헌 사례조사
- 베트남 현지 실태조사(설문조사)
- 전문가 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 관계공무원 의견 수렴

연구결과
○

베트남 화장품 산업 실태조사(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 현지 화장품 매장 실태조사
Ÿ

호치민 시에 위치한 한국화장품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 화장품의 실제 베트
남 진출 현황을 조사함(현장방문)

Ÿ

호치민 중심가에 위치한 매장의 경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호텔이 많
은 지역에 입점하고 있어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음

Ÿ

화장품·뷰티 제품을 카테고리 별로 구분 전시하고 있음

- 현지 설문조사 및 시사점
Ÿ

베트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베트남 현지 화장품 산업 및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Ÿ

총 69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베트남 시
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인 및 베트남 관광객을 제외함

-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시사점
Ÿ

한국 화장품의 오프라인 매장 수가 부족함

Ÿ

호치민 시의 중심가와 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현장 조사 결과 한국 화장
품의 오프라인 매장의 수가 부족함

Ÿ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구입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화장품 구입의 비
율이 높은 베트남 특성 상 한국 화장품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 강화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임

Ÿ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비해 한국 화장품의 개별 브랜드 응답률은 해
외 브랜드에 비해 저조한 편임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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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응답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상위 5위 안에 들지 못함
Ÿ

또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 간 인지도 차이가 미비한 상황임

Ÿ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전체적인 인지도 상승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정책적인 홍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Ÿ

드럭스토어 등 한국 시장과 다른 유통 채널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Ÿ

대형 마켓과 더불어 주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드럭스토어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Ÿ

한국 유통 시장과 달리 드럭스토어가 화장품 판매 채널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략적인 유통 채널 선택이 필요함

Ÿ

한국 대중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Ÿ

한국 대중문화가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는 것으로 응답함

Ÿ

한국 대중 문화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화장품 이미지 제고 전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Ÿ

한국 화장품 분류 중 색조화장품과 천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Ÿ

천연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트랜드와 유
사하게 베트남에서도 천연화장품에 대한 한국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남

Ÿ

색조화장품과 천연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거쳐, 해당 제품군을 집중
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제주기업 베트남 진출 전략
- 마케팅 역량 제고
Ÿ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역량

Ÿ

제주도 화장품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지도 및 신뢰를 쌓는 데 집
중할 필요가 있음. 최근 SNS 등 젊은 층의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이 중요해지고 있음

Ÿ

품질 마케팅 강화

Ÿ

제주도 화장품 기업이 빠른 시간에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
요한데 많은 차별화 요소 중 제주도 화장품기업의 장점인 품질 부분을 강조한 마
케팅이 중요 요소로 부각될 필요가 있음

Ÿ

제주특별자치도의 효과적 지원

Ÿ

홈쇼핑과 연계한 베트남 진출 지원

Ÿ

주요 국내 4사 홈쇼핑이 모두 베트남에 진출해 있음. 특히 CJ오쇼핑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베트남 1위 케이블TV 사업자인 SCTV와 합작 투자해 설립한 SCJ
는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로 진출 7년이 넘었지만 아직
까지도 베트남 내에서 생방송을 하는 홈쇼핑 업체임

47

기
본
과
제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 베트남 박람회 지원
Ÿ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시 가장 우선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해외박람회 참가 희
망기업을 선발하여 지원 방법으로 현재도 많이 운영 중에 있음

- 제품 강화 전략
Ÿ

중저가 시장 공략

Ÿ

기존 진출한 국내기업 화장품 제품인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미샤 등 많은 한
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베트남 현지 백화점 및 화장품 전문숍에서 유통되고 있으
며,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한국 판매가격 대비 높게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
으며, 이러한 가격을 베트남 일반 소비자들 역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
장품의 인기는 아직도 높은 실정

Ÿ

신규 진출하는 제주도 화장품 기업의 제품 가격의 경우 프리미엄 시장의 가격을
추구하기보다는 Mass를 대상으로 하는 중저가의 고품질 해외 화장품의 이미지로
승부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빠르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됨

Ÿ

제품의 현지화

Ÿ

제주도 화장품이 빠른시간에 베트남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품의
현지화가 필요함

Ÿ

베트남 현지 고객의 피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
을 위해서는 현지 고객의 피부가 연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성향 분석을 거쳐 니
즈에 적합한 브랜드와 제품을 출시해 베트남 시장에 내놓는 것이 중요함

Ÿ

제품의 주요 소비층 선정

Ÿ

제주도 화장품이 누굴 위한 제품인지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베트남 화장품
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연령대는 10~20대의 여성들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이 만들어져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세부 운영 요소들이 나와야 함

Ÿ

10~20대의 경우 한국의 패션과 스타일에 민감해 하며 미디어, 광고, 소셜 네트워
크, 최신 미용기술들로부터 자신의 피부 가꾸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며 관리해
가고 있음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도 화장품 산업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제주도의 중
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음
- 제주도의 청정이미지, 즉 제주산 천연 원료 활용이라는 적극적 마케팅으로 국내외에
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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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의 적극적 공략이 필요함
- 베트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파른 경제성장과 9천만명의 거대한 인구 그
리고 19~40세의 연령이 전체의 34%에 달하는 잠재 소비층을 보유한 거대한 화장
품 소비시장임
- 특히, 전 화장품의 90%가 해외 화장품 브랜드로 대체되는 해외화장품 시장의 격전
지임
-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도 이미 진출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대중
문화의 선호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주도 화장품의 높은 품질을 강점으로 적절한 마케팅이 이루어지면 좋은 수출 효과가
기대됨
- 베트남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마케팅의 역량제고가 가장 필요함
- 기업 자금, 브랜드 인지도 등이 낮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장 절실하며 베
트남의 경우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성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
략이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 화장품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빠른
베트남 진출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홈쇼핑과 연계된 진출 그리고 몇몇 박람
회 지원 등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 마지막으로 제품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포지셔닝이 필요한데 가격은 중저가 그리고
대상은 유행에 민감한 10~20대를 대상으로 한 기획이 필요함
- 그리고 제품의 경우 베트남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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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제주의 지방관광세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
고철수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제주를 방문하기 위해 입도한 관광객의 수도 2013년 천만 명을 넘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말 1,585만 명을 달성하였음. 이러한 관광객 수 증가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오버투어리즘)로 인한 사회적 비용(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과 자연환경 훼손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 방문 관광객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부담하도
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조세 성격의 관광세 혹은 부담금 형태의 준조
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도민들의 의견과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음

○

연구 목적
- 지금까지 제주에서 논의되었던 관광세 성격의 세금이나 부담금 논의 내용을 정리하
고, 관광관련 조세현황 및 외국의 관광세 관련 조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
출 및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과 관광자원의 유지, 보존과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
충을 위해 제주지방관광세 도입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가 지방관광세 도입이 되면 관광자원의 유지, 보존과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 가능하고 관광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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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 우리나라 관광관련 (준)조세 현황
-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 관광관련 조세현황 및 해외의 관광세 관련 조세에 대한 분석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
- 외국 및 타시도 벤치마킹 문헌 사례조사
- 전문가 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 관계공무원 의견 수렴

연구결과
○

제주지방관광세 도입 방안
- 지방자지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행안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 의한 ‘지방관광환경세’ 도입을 고려
Ÿ

지자체 스스로 세목․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세조례주의’ 인정이 필요함

- 현재 관광객이 급증해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도
초래해 환경 처리 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비용을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준비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하
여 1인당 항공기는 1만원, 선박은 1천원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있어 관광
객(주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세적 성격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고 있음
- 기존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인 제주공항에서 출국자에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가
세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관광객에게 부과하는 법정외 지방관광세 형식의 ‘입도납부
금’ 혹은 ‘출도납부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Ÿ

외국 사례를 보면 심리적으로 조세 저항이 덜한 입국보다는 출국시에 부과하는
‘출도납부금’이 유리함

- 이를 위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관
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조항 개정이 필요함
- 또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환경보전이나 환경시
설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 개별 숙박업자나 렌터가 운영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새로운 징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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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관리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입도납부금’
혹은 ‘출도납부금’은 기존의 ‘출국납부금‘ 제도를 국내 관광객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제도 정착이 용이함
- 관광세 부과대상이 숙박행위나 렌터카 이용으로 하는 것은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형식이라 조세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입도납부금’ 혹은 ‘출도납부금’은 여행
사나, 항공사가 항공료에 포함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을 줄이면
서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임
-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관련 조세와 이중부과 논란, 관광진
흥을 목적으로 한 관광진흥기금 징수와 경쟁할 수 있고, 재원분배를 둘러싸고 관련
집단들의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는 관광행위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
회적 비용 보전과 관광자원의 유지, 보존과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강제력과 통제성을 가지는 과세권을 바탕으로 한 ‘지방세’ 형태의
새로운 관광 관련 조세인 ‘제주관광환경세’ 신설이 필요함
- 제주관광환경세 도입 대한 논거를 ‘지역성 원칙’과 ‘세수충분성 원칙’ 2단계로 설명
할 수 있음
Ÿ

1단계인 지역성의 원칙은 제주지역 관광자원 및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금임

Ÿ

2단계인 세수충분성의 원칙으로 지자체의 세수확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지
에 대한 여부인데, 국내외 관광객 수가 2016년 기준으로 1,500여만 명을 적용하
면 세수확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현재 숙박업체 혹은 렌터카 업체에 의해 대행 징수하려는 ‘환경보전기여
금’보다는 이미 항공사를 통해 대행 징수하는 관광세 성격인 ‘출국납부금’을 국내 관
광객에 확대 적용하는 ‘출도납부금’ 제도를 지방관광환경세 형식으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모든 전제조건은 ‘지방세조례주의’ 도입이므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이
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세조례주의’ 명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다행스럽게 2018년 8월 개헌안에 의하면 지자체 스스로가 지방세목을 신설․지방세
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조례주의’가 담긴 개헌안 발표로 그 가능성이 높아짐

종합 및 정책제언
○

최근 제주관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 불경제, 즉, 관광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과
불편을 감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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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관광을 통해 직접
혜택을 얻는 관광객이나 관광사업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
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제주관광이 대량관광(mass tourism)시대를 지나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관광산업은 제주의 주요산업이자 타 산업부문의 발전에도
큰 동력원임

○

도입방식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지방세 관련 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
문에 기여금(부담금) 징수 방안이 우선적이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더 통제
력이 있는 지방세로서 지방관광세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는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거론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제주관광
진흥기금 재원인 제주공항에서 출국자에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을 확대하여 국내관광객
에게 부과하는 법정외 지방관광세 형식의 ‘입도납부금’ 혹은 ‘출도납부금’ 도입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관광자원 및 관광사업체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제주에 항공기나 선박으
로 출도하는 제주 외에 주소를 둔 관광객 대상 부과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도 바람직하지만, 징수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출도부담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강제력, 통제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
방법은 조례에 의한 법정외 지방세인 ‘제주관광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즉 관광행위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보전’과 ‘관광자원의 유지,
보존과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라는 두 목적 달성을 위한 강제력과 통제성을 가
지는 과세권을 바탕으로 한 ‘지방세’ 형태의 새로운 관광 관련 조세인 ‘제주관광환경
세’ 도입 고려

○

따라서 도입하려는 ‘제주관광환경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정 지방세보다
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세조례주의’에 의한 법정외 지방세로서 도입 가능

○

관광세의 징수 목적을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향상에 두기보다는 관광시설 개발이나 지역
개발 및 환경 및 자연보전에 활용하도록 한정하기 위해서, 목적세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부담금형식이든 관광세 형식이든 환경보전 및 관광자원 유지․보수를 위해
관광객 대상으로 부과금 혹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논리는 정당하다는 것이 다수지만, 언
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준으로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함
- 경기 하강기에 기초임금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경기침체 논란과 같이, 2017년 이후
위축되는 제주관광산업에 부담금이든 세금이든 부과 시기, 부과 수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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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제주특산품 신유통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승철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몇 년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었으나 그동안 온라인에 밀려 고전하던
오프라인 소비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융합서비스 형태의 신유통이 등장
- 중국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2016년 항저우 윈치대회(杭州云栖大会)에서 ‘전자상
거래 시장은 조만간 끝나고 신유통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

이처럼 유통업계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혁신이 불어 닥치고 있는 가운데 유통 트렌드
에 맞는 유통개선을 이뤄내는 일은 매우 중요
- 특히 오프라인+온라인+물류가 융합된 신유통을 활용한 유통개선을 이뤄내는 것은
매우 중요

○

따라서 제주특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의 변화 및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유통업
계의 혁신을 반영하는 신유통 트렌드에 맞는 유통개선을 이뤄낼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산품 유통 사례 및 실태 분석 조사 및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거래 등 신유통 증가에 대응한 제주특산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신유통 활성화 방안 모
색하는데 있음

연구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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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신유통 사례 및 신유통의 정의

○

제주특산품 유통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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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산품 유통형태에 대한 인식조사

○

제주특산품 판매확대를 위한 신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

기
본
과
제

연구결과
○

신유통채널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은 해결되어야 함
- 첫째, 기업의 IT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
- 둘째, 시장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 강화
- 셋째,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제고,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통채널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바일신유통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응이 필요함

○

제주특산품의 신유통시대의 정책기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모바일 유통에 대한 연구 강화
○

모바일 유통채널은 기존의 온라인쇼핑몰을 넘어서, 소셜커머스, 배달음식주문, 택시호
출, 부동산정보제공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의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
을 사로잡고 있으므로 모바일유통에 대한 관심과 연구강화 필요
- 제품생산자인 기업에서는 스마트폰이 상품검색 및 구매 도구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도구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함
- 이미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모바일 인터넷 대중화시대를
열고 있으므로 모바일인터넷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1)

○

기업들이 신유통 및 신기술분야 관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함. 소비자 요구가 고도화되고 있는 유통트랜드 변화에 대응하
여 신유통 및 신기술분야에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IT인프라 강
화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 유통업의 발전방향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투자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산․학․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유통업 트렌드를 모색
하고 신유통시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통혁신활동을 지원

② 소비자 구매 방식 변화 분석
○

유통관련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기기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구매 채널을 활용해 언제 어
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와 욕구

1) 삼성경제연구소(2010), ‘스마트폰이 열어가는 미래’, CE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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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고 있음
○

쇼핑 채널을 한곳만 이용하는 고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쇼핑 채널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멀티채널 고객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 멀티채널 고객은 제품에 관한 정보획득과 가격비교 활용은 온라인
채널을 선호하며, 제품에 관한 직접적인 체험 및 부가적인 정보획득은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고객의 구매 행동 변화에 따라 기존 기업의 유통채널 전략은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은 필수사항임

③ 보더프리 유통을 통한 수출 모색
○

온라인 보더프리(Border free)쇼핑은 세계 유통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유통의 패러다
임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전략 구상이 필요

○

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맞추어 제주제품의 중국 온라인 플랫
폼 입점 내지 유통직판채널을 구축하고, 제주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홍보 및 판매 마
케팅을 강화함

○

온라인+오프라인+물류가 융합된 신유통시대에 각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에서 생산
되는 정보의 통합 및 이의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함. 특히, 정보는 정량적 정보도 중요하
지만, 정성적 정보도 통합될 수 있도록 함

④ 신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새로운 유통환경 및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향후 장기적으로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
되는 소비자행동 분석가, 빅데이터분석가, 상품기획전문가 등 고급인력을 육성
- 기존 단순 업무인력을 고부가가치 유통분야 혹은 신기술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
교육 강화 및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겸비한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 고급인
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강화 필요

○

신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유출 등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안전성의 강화 필요

⑤ 식품, 화장품 등 특산품 특성에 맞는 유통채널 구축
○

제주특산품의 경우 식품, 화장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각 특산품의 특성에 맞는 유통
채널 구축 필요

○

화장품의 경우, 제주화장품인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홈쇼핑형 비디오커머스, 일
반인들의 리얼뷰티 등 미와 관련한 마케팅이 이뤄지는 신유통모델을 선택해 유통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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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경우, 1인가구원과 가정주부들에게 노출이 잘되고,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물류
기
본
과
제

시스템을 갖춘 신유통 모델을 선택

종합 및 정책제언
1) 신유통 채널 인식 제고 및 구축사업 추진
- 유통채널의 변화, 고객 구매방식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신유통채널 구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유통이 급속한 확장을 거듭함에 따라 모바일앱을 활용한 유통망 구축 확대 필요
○

옴니유통 환경 구축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는 옴니유통 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스템 개발 모색
- 제주제품의 O2O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만족도와 신뢰 형성을 도모 제주제
품의 브랜드화 모색

○

O4O(Online for Offline)사이트 시범 구축
- 온라인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높이는

방식인

O4O(Online for Offline)시스템 개발 보급
- 배송이 가능한 골목상권 마트 등을 공모 선정하여 제주제품 O4O(Online for
Offline)시스템 지원
○

제주 골목상권 웹사이트 구축사업 추진
- 제주제품 O2O/O4O시스템으로서 시스템으로서 제주 골목상권 웹사이트를 구축하
여 누구나 제주제품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구매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함
- 웹사이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웹사이트 운영은 제주골목상권지원센터가 담당하도록 함

○

제주형 신유통 모델 공모 대회 개최
- 제주특산품 신유통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유통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례적으로 제주특산품 신유통 모델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구현하는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신유통채널 지원 정책 필요
○

신유통 체계 진입 지원 강화
- 한정된 판매망을 가진 제주제품의 경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아이디어스(idus)’,‘네
이버 스마트 스토어’등을 통한 판매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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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스템 구축
- 온라인+오프라인+물류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효율화를 도모하는 신유통 환경에서
는 물류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육지나 해외 배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택배시스템과 연
계한 유기적인 해운․항공수송체제 구축 필요

○

인력양성 및 재교육
- 신유통시대에 맞춰 소비자행동 분석가, 빅데이터분석가, 상품기획전문가 등 고급인
력 육성
- 제주특산품 판로개척에 사명감을 가진 인력과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인재 확보

3) 홍보 마케팅 강화
○

빅세일 데이 등 이벤트 강화
- 제주 골목상권 웹사이트가 구축됨과 동시에 대대적인 제주 빅세일데이를 운영하여
제주홍보 및 판매

○

이제주몰 사이트 홍보 강화
- 이제주몰(제주전시판매장)은 제주가공품의 온라인 판로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제품의
공공온라인몰로서 중국의‘허마셴셩’과 같은 신유통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어트랙션
으로 개발하여 방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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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기
본
과
제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이중화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후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액은 4,9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5배 증가하였으
며, 수출액은 1,665만 달러로 2.23배 증가하여 더욱 높은 증가속도를 보임
- 그러나 수출액과 수입액의 절대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15-2016년 기간 제
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액은 921만 달러 증가한데 반해, 수입액은 999만 달러 증가하
여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구조의 변화, 무역경쟁력 품목 분
석 및 수출입 규모의 전망 그리고 더 나아가 한중 FTA의 효과와 변화를 전망하고, 대
중국 추가수출 가능품목을 분석 및 제시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지역과 중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0년 1월부터 2018
년 8월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함
- 데이터의 유형은 HS 2단위, 6단위 등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함
- 분석 방법으로는 주요하게 시장비교우위지수와 산업내무역지수, ARIMA 분석, 패널
확률효과 모형과 회귀모형, 그리고 부분균형분석을 진행함
Ÿ

시장비교우위지수와 산업내무역지수를 통해 품목별 무역경쟁력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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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 분석을 통해 대중국 수출입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패널확률효과 모형과
회귀모형을 통한 한중 FTA의 효과, 부군균형분석을 통한 관세인하 효과를 살펴봄
- 제주지역이 세계로 수출을 진행하나, 대중국 미수출 품목을 추출하여 ‘추가수출 가
능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한중 FTA 양허 관세의 활용 방안과 중국 전자 상거래 관련
정책 활용 그리고 해외전시회 활용 방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

2017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는 1,730만 8,000달러로 한중 FTA 체결 연도인
2015년 743만 7,000달러보다 약 2.32배 증가, 수입규모는 6,267만 5,000달러로
2015년 3,948만 4,000달러보다 약 1.59배 증가함
- 대중국 수입 품목 수는 2015년 870개, 2016년 935개, 2017년 1,050개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수출 품목 수는 2017년 들어 122개로 2016년 대비 5개 품
목이 감소하여, 양자 간 품목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5년 778개, 2016년 808
개, 2017년 928개로 수입 품목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대중국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집중도를 고려할 때,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품은 특정품목에 집중된 성향이 높으며, 수입 품목은 더욱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음
Ÿ

2014-2017년 기간 제주지역의 대중국 총 수출액 중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은
최소 2015년 86%에서 최대 2017년 94%를 보였으며, 수입 품목의 집중도는
2014년 77%, 2016년 64%, 2016년 55%, 2017년 56%로 대체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시 비교우위가 있는 HS 6단위 품목 수는 2014년 48개에서
2017년 83개로 약 1.73배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대제주 수출시 비교우위 품목 수는
2014년 525개에서 2017년 672개로 1.28배 증가함
- 비교우위 품목 중 2014-2017년 전 기간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 수는 수출의 경
우 8개, 수입의 경우 161개 품목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과 중국 간 산업내무역 품목들은 수평적 산업내무역보다 수직적 산업내무역
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한중 FTA 미체결 경우를 가정하여 ARIMA 모형을 통해 2016년 1월부터 2018년 대
중국 수출입 규모를 전망한 결과, 2016년 수출의 경우 811만 7,000달러, 수입의 경우
89만 2,000달러 이상 증가하였음
- 2018년 9월-2019년 12월 기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최소 170만 7,000
달러에서 최대 251만 7,000달러 수준으로 변화될 것이 전망되었으며, 수입규모는
최소 671만 달러에서 최대 819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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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6,476만 8,000달러에서 7,121만 1,000달러로
전망되며, 2019년은 6,443만 1,000달러에서 6,505만 9,000달러로 전망됨
○

제주지역과 중국 양자가 무역관계 중 한중 FTA 효과를 좀 더 면밀히 판단하기 위하여
수출부문은 상위 10개 품목, 수입부문은 상위 20개 품목을 사용하여 패널확률효과 모
형과 회귀모형 분석을 진행함
- 패널확률효과의 경우 대중국 수출 중 FTA효과는 154%로 나타나며, 대중국 수입
중 FTA효과는 84.5%로 분석되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품목별 대중국 수출과 수입
에 대한 한중 FTA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음
-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농산품은 약 13만 4,000달
러 수출 증가, 제조업은 9만 5,780달러 수출 증가가 전망되었으며, 농산품 수입은
10만 3,530달러, 제조업은 42만 6,430 달러로 나타남

○

앞서 분석을 통해 살펴볼 때,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변화의 특징은 이하와 같음
- 첫째,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모두 빠르게 증가하였지
만, 2017년 들어 대중국 수출 품목 수는 감소함
Ÿ

이에 반해 대중국 수입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둘째,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다양성 차이를 고려할 때, 대중국 수입 품목의 다양
성이 수출 품목의 다양성 보다 높음
Ÿ

또한 대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2017년 기준 94%로 지속적
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대중국 수입 상위 10개 품목의 집중도 56%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음

- 셋째, 연도별 대중국 수출의 비교우위 품목의 지속성은 중국과 유사하나, 전체 수출
품목수를 고려할 때, 중국의 대제주 수출 시 비교우위 품목 수는 161개로 제주의 대
중국 수출 시 8개 품목에 비하여 매우 높음
- 넷째, 대중국 수출규모보다 수입규모의 증가가 전망되어 무역수지의 적자규모는 더
욱 증가할 것임

종합 및 정책제언
○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고려할 때, 제주지역은 대중국 무역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야 함
- 2017년 기준 중국의 대세계 수입 HS 6단위 품목 수는 모두 5,025개에 달함
Ÿ

제주지역의 대세계 수출 HS 6단위 품목 수는 모두 438개이며, 중국에서 세계로부
터 수입을 진행 중이나, 제주지역의 대중국 미수출 품목 수는 모두 314개 품목임

Ÿ

이를 HS 2단위로 구분을 하면 총 54개 품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HS 85(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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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와 그 부분품) 중 29개 HS 6단위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HS 84(원자로‧보
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중 27개 HS 6단위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 HS 6단위 품목들에 대한 제주지역의 총 수출액과 중국의 총 수입액을 HS 2단위 범
주로 합계를 하여 비교 시 중국의 수요 능력이 제주지역의 공급능력을 수용할 수 있음
○

추가수출 가능품목으로 고려된 314개1) HS 6단위 품목 중 2017년 중국 성시별 관련
이 있는 품목 수는 상하이(上海)가 293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둥(广东) 292개, 산
둥(山东)과 푸젠(福建)이 277개, 베이징(北京)이 275개로 나타남
-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지역에서 수입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외에도 중국 내 다양한 지역에서 수출의 기회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추가수출 가능품목에 대한 한중 FTA 관세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301개 HS 6단위 품
목은 한중 FTA 관련 중국양허표 중 666개 HS 8단위 품목과 관련이 됨
- 해당 품목 중 126개 품목은 이미 무관세 품목이고, 양허유형이 무관세인 품목(=0)
중 기존에 관세를 부과하다가 무관세로 전환된 품목 수는 총 34개 품목으로 나타남
Ÿ

이러한 품목은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되며, 중국 내 새로운 수출시장을
탐색을 요하는 품목으로 고려됨

- 양허유형 102)의 경우 총 25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허유형 10이 협정 발효
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함을 고려할 때, 향후 제주지역의 대중
국 수출 시 해당 품목의 수출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됨
○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활용하여, 대중국 수출기회를 제고해야 함
- 2015년 3월과 2016년 1월 국무원은 두 차례에 걸쳐 항조우, 텐진 등 13개 국가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 허가에 관한 정책을 발표한바 있음
- 2018년 11월 22일, 국무원상임위원회3)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발표함
Ÿ

첫째,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에 대하여 처음으로
수입허가문서, 등록 혹은 인허가 등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관리하도록 함

Ÿ

둘째, 공간적 범위를 기존 13개 도시에서 베이징, 션양 등 22개 지역으로 확대하
고, 국가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조성하고자 함

Ÿ

이번 제3차 시험도시로 새로 조성된 곳은 주로 중서부와 동북지방으로, 베이징(北
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선양(沈阳), 장춘(长春), 하얼빈(哈尔滨), 난징(南京),
난창(南昌), 우한(武汉), 창사(长沙), 난닝(南宁), 하이커우(海口), 구이양(贵阳),
쿤밍(昆明),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샤먼(厦门), 탕산(唐山), 우시(无锡), 웨이
하이(威海), 주하이(珠海), 둥관(东莞), 이우(义乌) 등 22개 지역을 국가간 전자상
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함

1) 중국양허표 매칭 시 13개 품목이 일치하지 않아, 301개 HS 6단위 품목 기준 분석을 진행함
2) 양허유형 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3) 国务院常务会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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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셋째, 국가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허가 리스트의 품목에 대하여 한도액 이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고, 수입 후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법정 납부세액을
70%로 감소하고, 특혜정책 수혜 품목에 수요량이 크게 증가한 63개 수입품목을
추가하고자 함

○

중국 개최 해외전시회를 통한 홍보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함
- 글로벌 전시 포털 사이트의 정보에 의하면 2017년 492회, 2018년 395회 중국 개
최 해외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하고 있음
Ÿ

대체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수출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
으며, 2017년 상하이 188건, 베이징 104건, 광저우 92건 등이 진행되었고,
2018년 역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지역의 전시회 개최 건수가 높게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촉
진을 위하여 해외 유망 및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참가지원을 하
고 있음
Ÿ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으로
구성됨

Ÿ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적으로‘무역촉진단’과 ‘수출컨소시엄’사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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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제주지역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
신동일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평창동계올림픽조직
위원회와 협력하여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무장애 관
광도시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었음
- 한편 2017년 8월 서울특별시는 시 인구의 약 17%에 이르는 장애인·노인 등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복지' 확대를 뼈대로 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5년간 총
152억 원이 투입된다고 발표했음

○

제주도 역시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복지 실현을 위해 2013년 5월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의해 무장애 관광을 실
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제주지역 무장애 관광 관련 현황 및
국내외 타 지역의 선진사례 분석을 통하여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음

연구범위 및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무장애 관광의 개념 정의 및 연구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함.
- 전문가 포럼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하여 제주지역 무장애 관광의 활성화와 발전 방향
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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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무장애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살펴보
기
본
과
제

고 궁극적으로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방안을 검토함.

연구결과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방안
[그림 1]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조성 방향
무장애 관광을 제주관광
브랜드로 육성

목표

기대효과

→
제주관광의

무장애 관광의 다양성 확보와
품질의 지속적 관리

→

가치와 이미지
제고

제도 및 정책시스템의 개선

○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정책 과제
- 무장애 관광 캠페인의(BFTC)의 실시
Ÿ

제주를 무장애 관광도시로 브랜드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주관광의 새로운
정책을 표현하고, 범도민적 참여와 확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장애 관광 캠페인
(Barrier-free Travel Campaign)을 전개함.

- 무장애 관광자원 연구 및 관리
Ÿ

향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무장애 관광환경 및 자원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광약자별 맞춤형 무장애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함.

- 주기적인 무장애 관광 욕구조사
Ÿ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약자들의 무장애
관광 욕구와 선호도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주기적인 욕구조
사를 통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함.

- 무장애 관광의 온라인 홍보 강화
Ÿ

제주도의 종합 관광정보 사이트인 ‘비지트 제주’ 사이트에는 무장애 관광과 관련
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로 오키나와의 경우
처럼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온라인 홍보가 요구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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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의 기능 강화
Ÿ

현재 센터에서 제공하는 관광지 정보들은 운영시간, 주소, 연락처, 요금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관광약자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하는 수준이므로
오키나와의 경우처럼 관광약자 유형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전달 기능이 시
급함.

- 무장애 관광 품질인증제의 실시
Ÿ

2013년 5월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
례’에 의해 제주지역은 무장애 관광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

- 무장애 관광 인증 인센티브의 확대
Ÿ

관광진흥기금의 우선 융자 정도의 지원책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따
라서 홍보와 마케팅, 고용 지원, 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
야 함.

- 복지관광자문위원회의 활동 강화
Ÿ

위원회 소집 요건을 조정하여 보다 활발하게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
회 활동들을 독려해야 하고, 현재 15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원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관광 약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심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야 함.

-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 양성
Ÿ

복지센터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는 접근가능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 복지
센터의 기능 강화와 관광 전문 기관을 통한 관련 전문가를 꾸준하게 양성할 수 있
어야 함.

- 무장애 관광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Ÿ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과 활성화는 도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
여 없이는 큰 성과를 얻기가 힘든 분야임. 이런 이유로 타 지자체의 무장애 관광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을 명문화해 둔 곳도 있음.

종합 및 정책제언
○

무장애 관광은 인간의 평등권과 복지의 차원에서 중요한 관광정책으로 향후 고령화 사
회와 더불어 더욱 더 그 중요성과 가치가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

특히 2018 평창패럴림픽을 계기로 서울과 강원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주요한 정책과 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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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들을 발굴하는 상황임
○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의 관광선진국들도 무장애 관광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단순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약자는 물론 관광사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무장애 관광 세미나, 무장애 관광 어드바이저 파견, 장애
인차별해소법의 홍보 등 보다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

○

제주도의 경우는 2013년 5월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
경 조성 조례’2017년 2월 수립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5개년 계획’에 의해 무
장애 관광도시로서의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임

○

향후 무장애 관광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권 실현 및 관광활동의 다양성에 기여함
은 물론 제주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질적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제주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필요성이 큼

○

나아가 무장애 관광의 육성으로 양적 성장의 부정적 영향과 약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제
주관광의 매력도를 향상시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임

○

따라서 무장애 관광을 제주지역 주요 관광브랜드 또는 콘텐츠로 육성하는 정책이 중요
함.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 무장애 관광의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무장애 관광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무장애 관광 관련 이벤트 및 코스,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함.

○

또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이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
받침과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장기계획과
실천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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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문순덕 책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문화자원이라 하면 땅에 기초한 자원을 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지역인 경우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전승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정책은 지속되어 왔으나, 지정학적 위
치를 고려하더라도 해양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정책은 부족한 편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지역에 해당되므로 바다와 관련 있는 자원들의 유형을 분류
하고, 그 자원들의 보존 정도, 도민들의 인식 태도,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 해양문화자원 유형 분류, 현황 조사, 제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문화자원이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 범위
- 해양문화자원에는 자연자원(자연자원, 생태자원), 인문자원(역사자원, 생활자원, 문화
콘텐츠), 산업자원(산업자원, 해양관광산업자원)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유형 가운데 인문자원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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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인문자원 유형 분류>
중분류

역사자원

생활자원

문화콘텐츠

○

소분류

기
본
과
제

세부내용

인물유산

역사적 인물

방어유산

진성, 연대, 해안동굴진지, 환해장성

건축유산

등명대(도대불), 등대, 산업시설(공장 등)

기록유산

비석, 고문서(표해록 등)

신앙유산

해신당, 영등굿, 해양의례(굿, 고사 등)

어로유산

원(담), 테우, 포구

해녀유산

불턱, 태왁, 물질옷, 물질도구, 해녀항일운동

전승유산

민요, 설화

생활유산

용천수, 소금밭(염전)

전시관

(해양자원 관련) 박물관, 전시관, 체험시설 등

축 제

해양자원 관련 축제

콘텐츠

해양 관광상품 콘텐츠, 해양 영상물 등

연구 방법
- 문헌 연구와 선행 연구 분석
- 해양문화자원 현황 조사
- 제주 도민 대상 305명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결과
○

민선 6기(2014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제주 해양문화정책 관련 주요내용
- 민선 6기 시작해인 2014년 하반기 해양문화정책 관련 주요 사업은 역사문화자원,
생활자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유형은 축제 정도임.
Ÿ

역사자원 유형으로는 문화재 보존과 전통문화자료 발굴이 두드러짐.

Ÿ

생활자원 유형에는 칠머리당영등굿 의례 진행과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관련 사업
이 주를 이룸.

Ÿ

문화콘텐츠 유형에는 탐라문화제와 해녀축제를 통한 해양문화자원 활용이 있음.

- 2015년 해양문화정책 관련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역사자원과 생활자원은 2014년
하반기와 유사한데,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이 확대된 점이 특징임.
Ÿ

생활자원 중에 해녀유산의 보존과 전승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룸.

Ÿ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은 제주 문화콘텐츠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해양문화
자원 보존․활성화가 크게 부각되어 있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제주지역 문화자원의
활용 정도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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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해양문화정책 관련 주요사업을 역사자원, 생활자원, 문화콘텐츠 유형별로
살펴보면,
Ÿ

역사자원 유형으로는 제주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관련 사업이 있고, 여기에 해
양문화자원 활용 정책이 반영되어 있음.

Ÿ

문화콘텐츠 유형으로는 제주 문화콘텐츠 생태계 구축, 자매․우호 도시와 교류 활
성화를 통해 제주지역의 해양문화자원 활용 정책이 있음.

- 2017년 해양문화정책 사업을 역사자원, 생활자원, 문화콘텐츠 유형별로 살펴보면,
Ÿ

역사자원 유형으로는 문화유산의 복원ㆍ활용에 역점을 둠으로써 해양문화자원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침.

Ÿ

생활자원 유형으로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활성화에 역점을 둔 사업이 지속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Ÿ

문화콘텐츠 유형으로는 문화축제의 활성화에 해양자원이 포함되는 정도임.

- 2018년 해양문화정책 관련 사업을 역사자원, 생활자원, 문화콘텐츠 유형별로 살펴보면,
Ÿ

역사자원 유형으로는 역사문화재 돌봄 사업과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주를 이룸.

Ÿ

생활자원 유형으로는 해녀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사업이 추진됨.

Ÿ

문화콘텐츠 유형으로는 박물관 문화콘텐츠 활성화 및 해녀문화의 예술 창작지원
사업이 돋보임.

- 제주지역의 해양문화자원 현황 분석 결과
Ÿ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나 해양문화 관련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편임.

Ÿ

따라서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유형에 따라 보존, 복원, 융·복합의 대상을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간 활용 가능한 자원과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체계화가
필요함.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활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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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도민 의견 조사 결과 시사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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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Ÿ

정체성 형성과 미래자원으로서 가치 인식 확대 필요

Ÿ

균형 잡힌 해양문화정책 추진 미흡

- 제주 해양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방향
Ÿ

해양문화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우선 활용 방안 미흡

Ÿ

제주 해양문화자원 보존 주체의 다양화 필요

Ÿ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법의 미래지향성 미흡

Ÿ

자원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연계 활성화 기회 확대

- 제주 해양문화정책의 중요성 인지
Ÿ

목표가 분명한 주민참여형 정책 추진 필요

Ÿ

해양문화자원 특성에 적합한 정책 추진 부족

종합 및 정책제언
○

기본방향
- 해양문화자원의 가치 인식 확산
Ÿ

제주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주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문화자원의
가치를 귀중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 해양문화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
Ÿ

해양문화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영역을 명확히 정하여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함.

- 해양문화자원의 보존․활용 관리시스템 구축
Ÿ

해양문화자원이 해양관광 등 경제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
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해양교육시스템 정착’ 및 지속적인 활용을 위
해서는 행정적․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함.

○

활용방안
- 제주 해양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Ÿ

제주지역의 일부 해양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으나 해양
문화자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전수조사는 아주 미흡한 편임.

Ÿ

이에 해양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을 통해 지역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합당한 세부조사가 필요함.

- 해양문화자원의 가치와 위상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확대
Ÿ

제주의 미래 경쟁력, 제주인의 정체성 유지, 해양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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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아카데미와 체험형 교육을 결합시킨 교육사업이 필요함.
Ÿ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해양문화자원을 마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해양문화자원 관련 법적ㆍ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Ÿ

제주 해양문화라는 큰 틀에서 기존 조례의 통합과 조정, 해양인문 관련 내용을 새
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Ÿ

제주의 해양문화를 발굴 및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해양자원 전 분야 간 연계 정
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함.

- 해양문화자원의 융복합산업 육성
Ÿ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식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자원 활용보다는 자원 간 특징과 장
점을 접목한 융복합 관점의 산업화가 필요함.

Ÿ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사업과 연계하여 제주형 해양치유사업을 개
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삶과 생태계가 어우러진 에코투어리즘 마을 조성
Ÿ

해양문화자원의 생산 주체, 이용 방법, 어업자원의 분포, 이동경로, 신앙, 속담과
금기 등 특정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과 그 과정에서 생성된 인문자
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 지정 점검이 필요함.

Ÿ

에코투어리즘 마을에서는 주민 학예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주민이 직접 지역자원과 스토리를 조사하여 어업자원과 인
문스토리가 결합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해양문화자원 관련 임의적으로 창조된 유산의 기록화 방지 정책
Ÿ

해양문화자원을 복원할 경우 복원 매뉴얼을 만들어 고증에 근거한 복원 및 정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Ÿ

매뉴얼에 의한 복원뿐만 아니라 복원 이전과 이후의 모습, 바뀐 이유, 원래 있던
자리 등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록화 사업도 제도화해야 함.

- 제주 해양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Ÿ

제주도는 섬지역으로서 해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역자산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Ÿ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양문화자원별 권역을 설정하여 해양문화산업클러스
터를 조성함으로써 해양도시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음.

Ÿ

이를 위해서는 해양인문자원, 해양산업자원, 해양콘텐츠 등 유형별 실태조사 및
복원과 재현 사업이 필요하고 그 결과 유형별 또는 자원별 산업화로 연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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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기
본
과
제

제주 도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활성화 방안
문순덕 책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정부의 워라밸(Work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관련 정책이 시작단계
에 있으므로, 이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에서도 일과 휴식의 균형 잡힌 삶
이 가능하고, 저녁과 휴일이 있는 삶이 현실화되도록 여가정책이 부각되어야 함.

○

문재인정부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국민의
여가생활 보장 근거를 마련하였음.

○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여가생활 공간이 부족하고, 이용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을 해소하면서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공공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가정책이 필요함.

○

이에 도민들의 휴식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여가생활 현황 및 여가정책을 분석하여 도민
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연구범위 및 방법
○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8년 기준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내용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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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정부의 여가정책 동향

Ÿ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가정책 추진 현황

Ÿ

도민 대상 설문조사

Ÿ

여가생활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

방법
- 선행 연구 검토
- 행정 자료 분석(정부, 제주특별자치도)
- 도민 대상 설문조사 : 도민 310명 대상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결과
○

민선 6기(2014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여가정책 관련 주요 성과
- 민선 6기 시작해인 2014년 여가정책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추진됨.
Ÿ

문화예술 분야 사업은 문화복지의 확대, 미술관 및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이 있음.

Ÿ

관광 분야 사업은 축제 육성, 자연경관 관련 관광브랜드화 등이 있는데, 이는 도
민들의 관광활동 참여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Ÿ

스포츠 분야 사업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 참여율 증대, 스포츠 격차
해소 등 복지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음.

- 2015년 여가정책 관련 주요사업은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 생활체육 증진에 역
점을 두었음.
Ÿ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반 마련, 탐라문화제 및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무형문화재관련 전수관 건립 등이 추진됨.

Ÿ

스포츠 분야의 여가정책 관련 주요사업을 보면 생활체육 시설 확충, 생활체육 참
여자의 확대 방안 마련, 장애인 편익시설 마련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음.

- 2016년 여가정책 관련 주요사업 추진 결과는 다음과 같음.
Ÿ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꾀
했다고 볼 수 있음.

Ÿ

관광 분야 주요사업은 관광의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관광
객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민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내용임.

Ÿ

스포츠 분야 주요사업은 양질의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역점을
두었음. 이는 결국 도민들의 스포츠 활동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정부분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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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주었다고 봄.
- 2017년 여가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Ÿ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도서관 인프라 강화, 생활예술동호회 지원 강화, 문화예술교
육의 계층 간 격차 해소 관련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됨.

Ÿ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약자의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둠.

Ÿ

스포츠 분야에서는 장애인, 청소년, 노년층 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공
공체육시설 환경 개선 등이 추진됨.

- 2018년은 민선 6기 마무리인 동시에 민선 7기 시작점에 해당됨.
Ÿ

문화예술 분야 주요사업은 문화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Ÿ

스포츠 분야 주요사업은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가정책은 주로 문화예술 참여 활동이나 스포츠 참여 활동 시 계
층·세대·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여 가능하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에 포함된 여가정책 관련 내용
-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은 14개 분야, 1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에 여
가정책과 관련 있는 분야는 관광, 문화예술·체육에 해당됨.
Ÿ

7. 관광 분야의 6개 세부과제 중 2개 세부과제가 여가관련으로 볼 수 있음.

Ÿ

14.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10개 세부과제 중에 문화예술 2개 세부과제, 체육 분
야 3개 세부과제 등 총 5개 과제가 여가정책관련으로 볼 수 있음.
분야

세부과제

7. 관광

7-3. 제주관광 질적 성장 추진
7-6. 느림의 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14. 문화예술·체육

14-5.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14-6.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기회 확대
14-7. 생활체육 활성화
14-8. 거점형 문화체육인프라 확충
14-10. 장애인 체육지원 활성화

○

제주 도민 의견 조사 결과 시사점
- 여가활동 참여 시간 부족
Ÿ

여가 공간의 이용 시간 확대, 여가시설의 접근성 개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여가코디네이터 배치 등 여가생활이 일상화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여가활동 동반자의 참여관계 범위 확대 필요
Ÿ

도민들은 여가활동 시 주로 가족이나 친구와 참여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
로, 향후 다양한 집단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여가 공간, 여가
시간, 프로그램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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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활동의 가치 인식 확대 필요
Ÿ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여가시설에 배치하고 여가 공간
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이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여가활동 기회 격차 해소 미흡
Ÿ

예술 관람 기회가 충분하다는 인식은 지역, 성별, 연령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
로 도민들의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여가시설을 이
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함.

- 여가활동 관련 제반 여건 미흡
Ÿ

도민들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비용 부담은 물론 여가시
설에 대한 불만도 있으므로, 여가시설 이용자들의 형편을 고려하는 등 대상과 목
적의 특성을 반영한 여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여가시설 운영 개선 및 정보 이용 기회 확대 필요
Ÿ

여가시설 및 정보부족이 남녀 모두 1순위로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2순위는 나
이와 계층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수 있
도록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한 여가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여가코디네이터 양성 및 전문화된 프로그램 보급 필요
Ÿ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여가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여가시설에 배치하고, 이용객들
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한 여가정책이 필요함.

종합 및 정책제언
○

기본방향
- 저녁이 있는 삶 등 여가생활의 일상화 기회 확대
- 여가활동 실태조사의 정례화
- 여가시설의 탄력적 운영 및 인력 채용의 현실화
- 지역의 복합시설을 여가플랫폼으로 활용

○

정책제언
- 개인별 목적을 고려한 여가생활 시스템 구축
Ÿ

도민들의 생활주기를 고려한 여가정책이 제공되어야 함. 즉 직업군별 특성을 고려
하여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휴일 등 맞춤형 여가생활 활성화 사업이 필요함.

Ÿ

여가활동은 개인적인 취미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여가활동 결과를 직업
으로 연계할 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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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정책 추진을 위한 목적별 실태조사 추진
Ÿ

여가정책 공급자 측면에서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중에 무엇을 확대해야 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시설별 운영 실태, 프로그램 유형, 각계각층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가활동 실태조사가 필요함.

Ÿ

따라서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중복성 여부, 공간의 특성과 구조에 맞는 프
로그램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고,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참
여 대상과 공간의 성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여가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동 지원
Ÿ

제주지역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여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지원 147명(23.8%), 유형별 여가 공간 발굴 및 특화 138
명(22.3%), 생애주기별 여가 프로그램 개발 137명(22.1%), 가족을 위한 여가정
책 개발 116명(18.7%), 제주 도민 여가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 실시 79명
(12.8%), 기타 2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Ÿ

이에 여가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여가 공간의 운영 시간, 이용 조건 등 공급
자와 수요자 간에 합당한 규칙들을 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여가 격차 해소 정책 추진
Ÿ

여가활동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여가생활의 양극화가 나타
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여가 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Ÿ

현재 공공재인 마을회관, 문화의집,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마을회
관 등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여가활동 플랫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계층·세대 간 여가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여가 종합정보 플랫폼 운영 및 여가서비스 제공
Ÿ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소외될 때 여가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가활동 제약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Ÿ

도민들이 원하는 여가서비스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게재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자발적 동호회 운영 활성화
Ÿ

도민 개개인의 여가활동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프로
그램과 함께 민간 영역인 동호회의 활동이 중요함.

Ÿ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호회 활동 내용,
운영실태, 참여 인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주민자치형 관리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Ÿ

여가서비스 측면에서는 도민들이 개인의 시간적인 여유에 따라 여가 공간을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 시간의 변화가 중요하므로, 시설 관리자의 퇴근
이후 저녁 시간과 휴일에 공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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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에 여가시설 이용자와 관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형 관리모델을 개발
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인 여가교육시스템 제도 도입
Ÿ

여가활동 참여자들이 가벼운 여가활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집단을 형성하면서 진
지한 여가활동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Ÿ

여가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야 장년과 노년이 되어서도 경험하고자 하는 욕
구가 나타나므로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별
여가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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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
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리고 각 지
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
- 제주에서도 다양한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을 설립
하고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에
서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상태로, 질적 성장이나 생태
계 구축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의 마을기업 운영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에 따른 적절한 마을
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제주 방문시 마을기업인 무릉외갓집을 방문하는 등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도내 사회적경제 성장 동력중 하나인 마을기업 성장이 기대만
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조직체중 하나인
마을기업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지속가능
성 담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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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를 포함한 제주도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음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통계자료는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
로 201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으로 설정함
- 내용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함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등 문헌연구를 통한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국내 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
- 연구방향 설정 및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연구결과
○

시장친화적인 협동조합으로의 유도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사업과 경영․운영에서 시장성과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함
Ÿ

○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사업 전개, 브랜드 및 상품차별화가 요구됨

전통적 협동조합 운영원리의 현실적합성 강화
- 새로운 4가지 조합모델(주식회사형 협동조합, 자회사형 협동조합, 비례형 협동조합,
주식참여형 협동조합)의 추구

○

하나의 독자적 사업체로서의 역할 강화
- 협동조합이 조합원간 공동사업의 단순한 매개자로서가 아닌 하나의 독자적 사업체로
서 조합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합 본래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조합원 출자제도 개선, 비조합원 투자유치, 외부와의 공동투자 등이 요구됨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사회경제정책 파트너로서의 협동조합 유도
- 협동조합 활동이 중소기업정책이나 사회경제정책 파트너로 용인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예: 청년실업문제 해소, 부도기업 재건 등)
- 사회경제활동의 강화로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

○

조직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조직화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구체화되는데 아직 조직화가 활성화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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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없음
- 중소기업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비즈니스모델(수익모델) 개발․구축
- 공동구매 등 공동목적 사업 지원 강화,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전개, 공동
창고시설 및 공동판매망 구축, 조합추천제도 실시 등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필요함

○

법령체계 정비
- 협동조합법 조문체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입법 불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 규제 완화

종합 및 정책제언
□ 도내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

제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단기는 1~2년 내 비교적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중기는 단기의 지속차원에
서 3~5년 정도까지 수행되는 과제, 장기는 단기, 중기의 연장 또는 5년 이상 10년
정도의 비교적 장기적 관점의 과제임
- 단계별 추진과제 내에서 기반구축, 조직운영, 사업활동 등의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1) 단기과제(1~2년)
가) 기반구축
① 제주형 마을기업 개념 정립
- 마을기업 육성의 핵심 축인 ‘공동체성’과 ‘기업성’이 유지되면서 비즈니스 활동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주형 마을기업’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맞게 지역 내 다양한 공
동체조직이 비즈니스 활동에 진입하도록 함
② 장기발전 플랜 수립
- 중장기적 마을기업 발전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마을기
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마을기업 종합발전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③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지역 내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하고 마을
기업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신규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하여 마을기업 전환
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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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운영
① 마을기업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및 정례화
- 마을기업 협의체 조직의 내실화와 함께 마을기업-행정-전문가-지원기관 등이 참여
하여 협력하는 구조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마을기업 가치 고취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내실화
-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교육내용도 획일적인 교육보다 공통영역과 영
역별로 교육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③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계 강화
- 사회적경제 내 마을기업과 다른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다 성공
적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육성해야 함
Ÿ

마을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생협(한살림, 아이굽 등)과의 연계도 강화해
야 함

다) 사업활동
① 마을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 마을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조사, 소비자 만족도 조사,
마을기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이 마련
되어야 함
② 마을기업 공동 홍보 강화
- 소비자인 APT단지, 학교,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해서 일반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
일 필요가 있음
Ÿ

마을기업 한마당대잔치 등 마을기업 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개최해야 함

③ 사회공헌사업 전개 및 지역주민의 지속적 참여 확대
-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확대 전개함으로써 많은 지역주민과 함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임
2) 중기과제(3~5년)
가) 기반구축
① 지역주민과 공동체 의식 강화
-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됨으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가 중요함
② 제주형 공동체기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 확대
- 제주형 마을기업 개념 정립을 토대로 일반 중소기업과는 달리 공동체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 전략모델에 따라 참여주체 역량강화(교육) 및 조직화, 기업운영,
상품개발 및 홍보, 유통, 외부협력체계 등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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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 및 경영시스템 지원 확대
- 대부분의 도내 마을기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므로 장소제공 및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영시스템 지원시 세무 및 노무관리를 위한 비용이나 정보 제공 등 지원이 구체화
되어야 함
나) 조직운영
① 마을기업 협의체 조직의 내실화
- 제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개별 마을기업의 활동 못지않게 민간협의체 조
직(마을기업협의회)의 내실화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
② 소규모 지역단위 연합회 조직 및 지원 강화
- 마을기업 간 호혜적 네트워크는 신규 마을기업의 정착을 도움과 동시에 기존 마을기
업 간 연계 협력을 통해 마을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③ 재능 나눔 풀(pool)위원회 구성과 멘토제도 도입․운영
- 마을기업 재능 나눔 풀(pool)위원 중에서 세무회계사와 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과 연계시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세무회계 및 노무업무를 지원받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마을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멘토제도 도입ㆍ운영
다) 사업활동
① 기업적 경영마인드 고취
- 수익을 창출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분야 및 재무 분야에 대한 분석
능력과 전략수립 능력이 가장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정
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논리에서 살아남도록 사업 환경의 정확한 분석, 전략경영의
수립, 사업수행역량의 개발 등 기업에 필요한 경영마인드를 고취시켜야 함
② 스타 마을기업 발굴․육성
- 도내 마을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대
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타 마을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함
③ 제주형 마을기업 심벌(CI) 개발
- 입간판 등 큰 틀에서 제주형 마을기업 심벌을 개발하여 하나로 통일
Ÿ

도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 마을기업 전파․홍보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

3) 장기과제(5~10년)
가) 기반구축
① 도시형 마을기업 육성
- 제주지역 마을기업인 경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다수인 상황에서 새로
운 도시형 마을기업 모델 개발․구축으로 고용취약형 일자리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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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즈니스 관계망 구축
- 타 지역 기관들과 1사 1촌 등 네트워크 협력관계 구축
Ÿ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즈니스 관계망 구축으로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활성
화 및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임

③ 제주지역 마을특성에 적합한 정책지원 프로세스 도입
- 제주의 경우 현재 마을기업 육성 정책이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함하거나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주형 마을기업 개념 정립과정에서 도시지역의 마을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 프로세스
가 필요함
나) 조직운영
① 젊은 청년층의 마을기업 지속적 참여 유도
- 현재 마을기업인 경우 SNS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젊은
층(청년 등)의 참여가 지속가능해야 마을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② 마을기업가(리더)의 양성
- 마을기업의 핵심적 성공요인은 마을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되고 훈련된 마을기업가(리
더)의 존재가 매우 중요함
Ÿ

마을기업가 양성을 위한 상설과정을 개설하고 발굴, 육성, 설립, 운영의 통합적
발굴․육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③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 간 연계성 강화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Ÿ

마을기업 공동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마
을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등도 필요함

다) 사업활동
① 마케팅 및 판로지원 등 시장지향성 강화
- 마을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없어, 마을기업 중 다수가 상품
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과 판로지원이 필요함
②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비즈니스모델(수익모델) 개발․구축
- 지역 내에서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맞춰진 아이템 개발
Ÿ

예를 들어 보육, 복지, 교육, 건강, 운동 등을 컨셉으로 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구축으로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확장성이 강화될 것임

Ÿ

유통전담 마을기업 설립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③ 업종 다양화
- 마을기업 주력상품의 업종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업의 확장성 추구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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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경제도시 특성분석 및
제주지역 교류협력방안
정지형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중국은 해양경제 발전전략을 중국 정부의 국가 전략으로 승격시키며, 해양경제를 발전
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경제 거점도시 조성을 위
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음

○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향후 중국 해
양도시과의 협력 시 법적 지위를 활용하여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
- 제주는 지리적으로 위에서 해상실크로드의 선상에 있는 해양경제혁신발전시범구들과
인접하여 있고, 국내법적으로는 국제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주도가
가진 지리/인문적 특성을 살려 중국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됨

○

본 연구는 중국 해양경제 거점도시의 특성분석을 통해 효과적이고 경쟁력 높은 중국과
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 범위는 중국 11개 연해지역과 26개 대표 해양경제도시를 포함하고 있음

○

도시별 경제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통계연감, 중국도시통계연감, 중국지역경제통계
연감, CEIC데이터베이스, 중국 경제망 산업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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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석에서는 성‧시별 주요 지표에 대한 규모와 성장률,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2012/2013~2016/2017년 중국 해양경제구역 및 도시의 상대적 지위를 비교‧분석
하였음
- 또한 LQ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특화산업 및 일반산업을 분석하였음

연구결과
○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경제 시범도시 조성이 필요함
- 제주는 지리적으로 해양중심지로써 우리나라 해역부의 2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수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양관련 인프라 구축은 매우 미흡한 편임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양경제 시범도시 지정과 장기간의 자원 투입 및 프로
젝트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국과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협력방안 도출이 필
요함

○

다음으로는 중국 해양도시 지역과의 협력사업 도출이 필요함
- 중국의 해양도시들은 성격과 특성에 따라 역량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기존 도시의
역량을 고려하여 접근할 경우 제주의 협력방안 모색은 도출되기 힘듬
- 하지만 중국 해양도시들마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가지 공통된 조건은 일대일
로라는 방향 속에 개별 도시가 연선도시로써 거점도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내부적
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조건에서 해당 도시의 발전 방향을 통해 협력방안
모색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한중 FTA를 활용한 지방 해양경제 시범지 추진이 필요함
- 한·중 FTA 제17장 25조에 따라 “웨이하이·인천 지방경제협력시범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제주-하이난 간 서비스·투자 시범사업을 실험적으로 선이행하는 Pilot-Test 지역으
로 활용하는 한편, 제주-하이난 해양경제협력 특구 공동조성 방식으로 지방경제협력
시범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임
-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상황에 맞게 제주-하이난 해양경제협력 특구
를 양국 지방경제협력 지역 간 서비스분야 자유화 및 협력의 선도적 지역으로 조성
하기 위한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

○

둘째, 크루즈 노선 발굴 및 기회의 활용이 필요
- 최근 한중관계 회복, 한반도 정세 완화 등 변화에 따라 제주는 크루즈 산업과 관련
하여 중국,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하
이난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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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난은 현재 동남아 위주의 노선을 운영중에 있지만 향후 필리핀- 대만 노선이 확
장되면, 이에 제주를 기항지로 하여 일본 – 러시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임
Ÿ

단기적으로는 하이난을 기점으로 ‘환남해’ 크루즈 협력을 통해 동남아 노선으로의
학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인도-아프리카 서부노선과 러시아-북미 북부노선
에도 협력할 필요가 있음

Ÿ

향후 하이난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자유무역항 건설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유럽의 관문인 서부노선의 허브항이라면 제주는 북미노선과 동북아 노
선의 허브항으로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동아시아 해양평화 의제 발굴 및 기회 활용이 필요함
- 최근 남북 교류협력 의제는 주로 한반도 육지 공간과 중국·북방 대륙과의 연결지대
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평화의제를 해양으로 확대하여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의 환서해경제벨트에 제주의 지위와 전략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 앞서 크루즈 노선 발굴과 유사한 맥락이지만 칭다오나 다롄 크루즈항과의 연결을 통
해 중국- 북한 – 제주 평화크루즈 라인(가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
Ÿ

2016년 1월 칭다오항을 출발해 북한을 포함하는 크루즈관광 상품(칭다오-남포
(평양)-인천-칭다오)이 출시한 바 있으나, 한국정부의 불허로 실제 운항이 이뤄지
지 않았음

Ÿ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 물류환경 분석과 인허가절차 검토, 북한 항
만 인프라, 항로 등 관련 남북 공동연구조사의 기초자료 작성과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계획하였음

Ÿ

따라서 중국 다롄 – 북한 남포 – 제주 노선 혹은 중국 칭다오 – 북한 남포 – 제주
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크루즈라인 노선 개발 고려가 필요함

- 이는 제주가 축적해 온 ‘평화의 섬’ 브랜드와 전략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제주의 전략적 가치와 지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됨

종합 및 정책제언
○

해양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세계 각국은 그 중
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분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에 중국은 해양경제 발전 목표를 정하고 범국가적 전략을 수립하여 실해하고 있음
- 특히 19차 당대회 기간 중 중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천명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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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경제 거점 도
시 도성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음
○

제주도는 우리나라 해역부의 24.4% 점유하고 있으며, 지리적 동북아 해양경제의 중심
지(2시간 이내 인구 500만 이상 대도시 11개) 등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인프라 및 산업, 관광 등 해양경제 기반의 구축이 미흡하고, 동시에 타 지역
과 비교해도 특성화되지 못함

○

본 연구는 중국 해양경제 도시 분석 특징을 통해 제주의 효과적이고 경쟁력 높은 해양
경제도시 추진과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결과 우선적으로 제주는 제주가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써 국가차원의 해양경제
육성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제도시 추진이 필요함

○

이와 함께 한중 FTA 활용 지방 해양경제 시범지 추진, 크루즈 노선 발굴 및 기회 활용,
동아시아 해양평화 의제 발굴 및 기회 활용 등 중국 주요 해양도시와의 협력사업 도출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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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18년도 연구결과

●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평가지표
및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

정
책
과
제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는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제주지역 공약으로 동북아 환
경중심도시를 제시함
- 도민의 환경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중요하며, 2008
년 환경부, 제주자치도교육청 등과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 및 육성을 위한 MOU
체결’ 이후,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왔음
- 그러나 환경교육 전반(교육 환경, 교육활동, 교육성과)에 대한 성과측정 체계는 마련
되지 않은 실정임

○

제주지역에는 제주자치도 주관 사회 환경교육, 제주자치도교육청 주관 학교 환경교육
및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환경교육 지원 사업 등이 있음

○

본 연구는 동북아 환경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환경교육(사회 및 학교 환경교육)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환경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등을 위해 평
가지표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제주지역 환경교육 및 환경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 현황 분석
- 제주자치도에서 지원하는 환경교육 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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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 평가지표 및 평가시스템의 개념
- 환경의 개념, 환경문제의 의미와 발생원인 및 발생과정, 환경교육의 개념,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 평가지표의 개념과 역할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의 개념을 제시함

○

제주지역 환경교육 평가지표 및 평가시스템 개발

○

2018년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실증 연구

연구결과
○

제주지역 환경교육 지원 사업 평가지표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음
사전준비

Ÿ 환경교육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방향 설정
연구진 구성
기본계획 수립

○

1단계

2단계

Ÿ 환경교육 사업
지원 현황
사전조사(지원기
간, 예산,
운영실적 등
⇒
환경교육 사업
DB 구축)
※서면조사표
활용, 지원기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및
사전 조사 실시

Ÿ 국고 운영과
Ÿ 국고 지원
사업계획을
환경교육 사업
고려한 평가지표
평가지표 개발
연구
(일시․단기․중장기
⇒
⇒
지원,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 연구)

환경교육 지원사업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음
평가 영역

목표 관리
(30)

평가지표

운영 관리
(40)

예산 집행
(10)

배점

① 환경교육 정책 목표와의 부합도

10

② 환경교육 주제별 목표와의 부합도

10

③ 제주지역 현안 환경이슈 해결
(또는 의식과 태도 변화 등)에의 부합도

10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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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④
⑤
⑥
⑦

환경교육
환경교육
환경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시간 목표 달성도
구성의 적절성
참여율 및 이수율
참여자 만족도
소계
⑧ 항목별 예산 집행의 적절성
소계

비고

공통
지표

30
10
10
10
10
40
10
10

공통
지표

공통
지표

2018년도 연구결과

평가 영역
기관 특성
(20)

⑨
⑩
⑪
⑫

평가지표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 향상도
프로그램의 우수성(자랑거리)
소계
총(100점 만점 환산)

배점
5
5
5
5
20
100

기관장과
환경교육
환경교육
환경교육

비고
개별
지표

- 위에 있는 각각의 평가지표에 다음과 같이 지표에 대한 정의, 지표의 필요성, 평가
방법, 산출 기준대해 평가지표에 다음과 같이 지표, 산출기준 등을 제시함
평가 영역
평가지표

목표 관리
환경교육 정책 목표와의 부합도

지표의 정의

환경교육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이유와 목적이 제
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도
제주자치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환경정책 목표와 환경교육 지
원 사업의 목표를 정성적으로 비교

지표의 필요성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환경교육은 제주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환경정보 및 지식의 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실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따라서 제주자치도가 지향하는 환경교육의 세부 목표에 맞게 환경교육 지
원 사업이 적절하게 구성․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정성 평가

평가 방법

잘 부합

대체로 부합

10점

9점

일부
동떨어짐
8점

대체로
동떨어짐
7점

부합하지
않음
6점

해당 환경교육 지원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이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
교육 세부 정책 목표와의 부합도
산출 기준

○

잘 부합

대체로 부합

일부
동떨어짐

대체로
동떨어짐

부합하지
않음

환경교육 지원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환경교육 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지표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충분히 이해한 후,‘환경교육 평가지표의 정의 및 평
가 방법’에서 제시하는 4개 영역, 13개 지표에 대해, 증빙 자료에 해당하는 자기 평
가서를 피평가 기관(주체)에서 작성함
- 환경교육 지원 사업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에서
평가 업무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평가 대상 기관에서 1차 평가한 자체 평가서를 직접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1차
평가 내용을 검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
라 지역 사회에서 검증 결과를 공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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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에서 자체 평가 위원을 위촉하여, 1차 평가한 자체 평
가서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자치도는 환경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자치도가 환경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전체 예산이 5,000천 원 이상인 경
우와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평가함(각각에 대한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을 <부록 1>
에 제시함

○

환경교육 지원 사업 평가 기관 및 평가 대상 기관 간 공유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교
육 지원 사업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환경교육 수행 기관
에서 제주지역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가장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아울러, 환경교육 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에서 지원
사업이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우수 사례 등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 수행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환경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교육이 지향하는 제주지역의 환경 보전 및 환경교육을
통한 도민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우수기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함
- 제주자치도는 당해 연도 환경교육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
6~8개 기관을 선정 ‘제주자치도 환경교육 우수 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함
- 환경교육 우수 사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상금
또는 다음 연도 환경교육 지원 사업 예산의 일정비율 만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교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차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함
- 제주지역 환경교육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 사례 발굴․확산 및 특정분야
중심의 편중된 교육을 방지하고, 필요로 하는 전 분야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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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지하수 수질관측망 개선방안 연구
정
책
과
제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도는 현재까지 중공업, 제조업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이 거의 없어
이에 따른 지하수 수질도 양호하여 제주 지하수의 고품질 이미지가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투수성이 양호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료 사용량이
많으며, 양돈장 사육밀도도 높아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제주 지하수의 고품질 이미지를 지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
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현황 분석과 정책 수행이
필요하나,

○

현재까지는 지하수 수질현황 분석, 수질변화 추세 예측, 지하수 오염원과 수질과의 관
계 분석 등 지하수 수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수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 측정하기 위한 지하
수수질측정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수질 현황 및 변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1994년부터 제주도
내에서 생활용이나 농업용으로 이용 중인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중 100여개소를 선정
하여 지하수 수질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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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주기는 2009년까지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수질검사를 수행했으나, 2010년
부터는 강수량과 지하수위를 감안하여, 갈수기․풍수기․고수위 기간으로 변경하여 연 3회
수질을 검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수질 현황 및 변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1994년부터 제주도
내에서 생활용이나 농업용으로 이용 중인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중 100여개소를 선정
하여 지하수 수질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또한, 이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수질측정망과 외국의 수질측정망 설치 기준과
운영 사례 등을 연구하여 제주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그리고, 현재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방법은 환경부에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이용 중인
지하수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전용측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도에서 운영하는 지하수
관측정 활용 방안과 새로운 측정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 하여 최적의 개선방안
을 마련할 계획임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위치 검토는 제주도의 유역별 수질 현황, 오염원분포, 지
형지질, 토지이용 현황 등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하여 최적 설치 지점을 선정할 계획임

○

수질측정망은 크게 배경수질측정망과 오염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오염감시측정망으
로 구분하여 각 측정망별로 수질검사 항목, 주기 등을 제시할 계획

연구결과
○

제주도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도내 지하수 100여개소를 지하
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하여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나
- 현장 여건에 따라 수질측정 대상 지하수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모니터링정이 8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자료 연속
성이 결여되어 있음
- 또한,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시설이 대부분 농업용이어서 지하수 수
질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질측정망에 대
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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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 현황
- 환경부에서는 지하수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하수수질측정망은 2017년 기준 총 2,77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환
경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은 734개소 1,335지점이며, 환경공
단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은 1,74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중 제주도 내에 설치된 수질측정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하는 오염 우려 지역 측정망이 21개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운영하는 일반 지
역 측정망이 20개소이며
-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중 배경수질전용측정망과 오염감시
전용측정망은 없는 실정임

○

유럽의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기준
- 유럽에서는 EU의 유럽환경청(EEA)을 중심으로 지하수에 대한 수질측정을 하고 있
으며, EEA에서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대수층 유역 면적 20 ~ 25㎢ 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수질측정은 5년 주기로 수질측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국가별로 일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시 지하수 함양지역인 경우에는 설치 밀도를 더 높이
도록 하고, 오염영향이 적은 지역인 경우에는 설치 밀도를 낮출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음

○

환경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검토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은 2030년까지 총 3,469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 우선 1단계로 2020년까지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중 배경수질측정망은 435개
소, 오염감시전용측정망은 449개소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은 2030년까지 33,000여개소로 확대할 계획인데, 신규
설치보다 현재 이용 중인 공공 지하수를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임

○

제주도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방안
- 제주도 지하수수질측정망과 환경부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실태 분석결과와 유럽
과 미국의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기준, 환경부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 제주도 내에 분포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 시설, 농경지 등 지하수 오
염원 분포 상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 도 전역 지하수 수질 현황을 토대로 적정 지하수수질측정망 위치 및 설치 개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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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Ÿ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은 유역별로 안배하여 3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음

Ÿ

다만, 고지대 지역에 설치되는 배경수질측정망은 총 14개소로 한경유역과 성산유
역은 해발 200m 이상 지역이 넓지 않아 제외하였음

Ÿ

주로 200m 이하 오염원 하류 지역에 설치되는 오염측정 수질측정망은 유역별로
200m 인근 지역과 하류지역 2개 지점에 설치하며 설치 지점 당 상부 대수층 전
용, 하부 대수층 전용 각 1개소씩 총 2개소 설치하며 도 전역 총 32개 지점 64
개소를 설치함

○

이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 EU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기준(대수층 유역 면적 20 ~ 25㎢
당 1개소)에 부합되는 등 선진국형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도 지하수수질측정망과 환경부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실태 분석결과와 유럽과
미국의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기준, 환경부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 계획을 종합적
으로 검토 한 후

○

제주도 내에 분포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하수 오염원 분포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

도 전역 지하수 수질 현황을 토대로 적정 지하수수질측정망 위치 및 설치 개수를 아래
와 같이 마련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은 유역별로 안배하여 3개소씩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다만, 고지대 지역에 설치되는 배경수질측정망은 총 14개소로 한경유역과 성산유역
은 해발 200m 이상 지역이 넓지 않아 제외하였음
- 주로 200m 이하 오염원 하류 지역에 설치되는 오염감시수질측정망은 유역별로
200m 인근 지역과 하류지역 2개소에 설치하며 1개소 당 상부 대수층 전용, 하부
대수층 전용 2지점씩 설치하여 총 32개소 64개 지점을 설치함
- 이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 EU 지하수질측정망 설치기준(대수층 유역면적 20 ~ 25㎢
당 1개소)에 부합되는 등 선진국형 지하수 수질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음
- 배경수질측정망의 경우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지하수위관측망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고지대 지역에 위한 11개소의 수위관측
정을 수질측정망으로 대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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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기적인 지하수 수질측정과 배경수질 측정 등 제주도의 지하수 수질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수질측정망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수질측정망의 수질분석 항목은 기본항목인 경우 분기 1회 분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미세한 수질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는 등 효용성이 극대화 됨
- 이외의 항목은 강우기 및 비강우기로 구분하여 연 2회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만, 수질 모니터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시료를 채수하는 것인데
- 기본적으로 분기 1회 채수를 하게 되므로 이외 항목도 같이 분석을 하는 것이 미래
를 위해서는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하수수질측정망 상류 지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는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미생물 항목 등과 같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99

정
책
과
제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

정책과제

제주지역 생활권 분석 및
생활권 활성화 전략
이성용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원도심과 기존 도심에서 도시재생계획 등이 수
립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제주지역 생활권을 분석하고 새롭게 설정 하기 위한 기초연구
를 진행하여 향후 도시재생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에 제주지역 생활권을 고려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음

○

둘째, 제주지역 내 생활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향후에 어떤 도시관리전략 수립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마련코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특정 읍‧면‧동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이며 행정시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 서는 자족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생활권임

○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기존에 수립된 제주지역 생활권발전계획 등을 참조하여 향후
생활권 발전방안을 제시함

○

생활권 설정은 주요지표를 선정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한 후 생활권 지표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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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표별 자료는 일관된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였
으며, 필요시 관련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 하도록 함

○

주요지표별 자료는 인구지표(읍‧면‧동 세대수, 성별, 연령별, 인구이동), 산업지표(산업대
중소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교육․문화․의료복지 등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도록 함
- 인구지표는 통계청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성별․연
령별 변화를 고찰하고, 인구이동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의 원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 산업지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대․중․소분류별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의 변화 등을 분석하며, 자료는 MDIS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활용함
- 교육․문화․의료복지 등의 사업체 및 시설수, 종사자수는 기존 통계청(MDIS) 자료 및
제주도 내부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고, 생활권분석을 위해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표
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연구결과
○

서울의 경우는 생활권단위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중

○

생활권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활권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생활인프라(0.456), 공공서비스(0.291), 생활안전기반
(0.253) 순으로 나타남

○

생활권별(또는 지역별) 계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전략마련 필요성 제시, 생활권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를 제시함

○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가 부족, 제주도청내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생활권계획 수립 시 기존을 조직을 활용토록 함

○

도시 및 지역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기존의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이 지역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행정구역 단위보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권단위를 새로운 계획단위
로 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운영 중임

○

제주지역은 인구유입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개 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도시계획의 환경변화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유입인구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적절한 도시계획
및 관리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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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 중 상주인구 75만명에 근거한 생활권 배분 및 생활
권별 기반시설의 확충은 도시성장관리와 관련됨
- 생활권을 배분하고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중요하
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함

○

생활권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한 계
층분석법(AHP)의 분석결과, 생활권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생활인프
라(0.456), 공공서비스 (0.291), 생활안전기반(0.253) 순으로 나타났음
- 세부항목을 보면, 생활인프라지표는 교육시설(0.214, 1위)과 편익시설(0.114, 2위),
공공서비스지표는 주거복지서비스(0.106, 3위), 생활안전기반지표는 범죄 및 재난안
전(0.097, 4위)로 각각 나타남

○

제주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를 보면, 2017년 서귀포지역은 순전입이 제
주시지역보다 더 많은 유입인구가 나타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서귀포지역은 직업 및 교육요인에 의한 순전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 처음으로 제주시로부터의 전입이 더욱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이동 네트워크 분석결과 중심성은 당초 제주시의 이도2동, 노형동, 연동에 서귀
포시의 대천동이 4위로 나타나는 등 서귀포 지역이 인구이동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생활권별(또는 지역별) 계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전략 및 프로그램의 제시를 통한 계
획의 실현성 제고가 필요함
-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 틀 안에서 생활권 차원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입
체적인 계획(개발밀도 등), 제도적 실현 수단과 전략,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

○

국토교통부의 수립지침에서도 ‘생활권 계획’의 중요성과 구체적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별 요구와의 괴리가 있어 생활권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 및 지속성 확보가 중요함

○

도시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에서 도시
계획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

○

제주도청은 도시상임기획팀이 설치되어 운영됨에 따라 생활권계획 수립 시 도시상임기
획팀에서 전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생활권별 자족적인 정주여건 형성 및 생활권별 위상을 고려한 공간 구상 및 서비스권역
및 수용계획을 생활권별로 수립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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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설을 배려한 생활권계획이 필요
○

최근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설계 등 이동약자층을 고려한 계획들이 도입됨에 따
라 이것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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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지역은 생활권 위계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대생활권 분류되고, 제주시와 인접한
애월읍과 조천읍, 서귀포시와 남원읍과 안덕면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생활권계획은 도시계획의 경직성 등으로 개별 계획간의 연계성 부족과 지역
특성을 반영되지 못하고 이것들이 반복 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함
- 생활권계획은 지역의 전략계획으로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계획
-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은 도시계획 전문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담보되어야만 계획
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가능함

○

또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을 생활권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도시 인프라 구상 및 배분에 있어서 기존처럼 행정구역 중심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
로 계획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제주는 자연경관이 중요하여 생활권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함
-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권계획에서 기 수립되어 있는 제 주도 경관계획 충분
히 검토하여 수용하여 함
- 생활권별 주요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기존 경관계획과의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적극
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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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이용객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이성용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서귀포 일대의 해안경관이나 제주올레 등을 많이 체험하고 있
고, 최근에는 제주지역의 수산물이나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시장을 체험하기 위해 서귀
포 매일올레시장을 많이 찾고 있음

○

제주올레가 매일올레시장을 지나감에 따라 올레꾼들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는 이용객 편의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에는 한계에 도달함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찾는 이용객들이 생각하는 매일올레시장의 만족도나 문제점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한 문제점과 타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사례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현황분석 및 전통시장 관련 연구 들을 분석하여 메일올레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

○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객들의 성향, 선호도,
만족도 등을 조사함

○

또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현황 분석을 통해 이용객들의 동선을 파
악하고 공간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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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 메일올레시장이 지역내 중심시장으로 역할을 제고하고 서귀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 도움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통시장의 상권 확장 및 특화상품 전략으로 서귀포중심지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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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과 목적의 명확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일반현황
◦관련연구 검토

현황 및 관련연구 검토
⇩

⇐ 이용객 설문조사

이용객 실태조사 및 문제점 진단

◦이용객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
◦매일올래시장 활성화 방안
◦주변관광자원 연계방안

활성화 방안 및 연계방안
⇩

◦결론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그림> 연구방법 및 흐름도

연구결과
○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더불어 관련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외
관광객들의 많이 증가되었고, 유입인구도 늘어나고 있음

○

국내외 관광객들은 새로운 볼거리와 살거리를 찾아서 전통시장도 많이 찾고 있는데 서
귀포 매일올레시장도 이러한 시장중에 하나임

○

따라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이용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4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이용객 대상 실태조사에서 메일올레시장 만족요인으로는 다양한 먹거리(26.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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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상품(26.5%) 으로 확인되었음
○

매일올레시장 방문 후 만족도에서 1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휴식공간이 충분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일올레시장에서의 경험이 유쾌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전반적으로 긍
정적인 평가를 확인하였음

○

또한 향후 매일올레시장에 대한 재방문 의향을 확인한 결과 재방문할 것이라는 응답이
62.3%로 재방문하기 않을 것이라는 5.2%보다 월등히 높았음

○

매일올레시장은 서귀포 원도심내 입지하고 있어서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시에도 주요
한 장소 및 기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매일올레시장을 찾는 사람들이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
지만, 이용객들의 취향과 관광객들의 방문은 대외여건이나 시대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자생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

매일올레시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 연계가능한 위치에 입지하며, 대중교통
및 접근성이 우수한곳으로 향후에도 제주도의 대표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임

○

외국관광객의 경우에는 특히 중화권의 관광객에게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서복전시
관’,‘정방폭포’ 등을 콘텐츠화하여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연계 가능성이 높음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로는 내외부 소
비자가 함께 만드는 경쟁력 있는 상권, 과제로는 지역 커뮤니티 환경 조성, 상권 활력
인프라 확충 등이 중요함

○

또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전략으로는 편중된 고객층을 확대
하고 다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 원도심(매일올레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시장내 보행네트워크 분석 및 구축이 필요하며,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행
환경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동약자를 배려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장기능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해나가야 하겠지만, 관광객 중심의
상품 개편 및 개발 등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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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정기적인 이용객 실태조사
- 매일올레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이용객수를 년중 특정시기에 매년 조사하
여 만족도에 대한 시장 개선 및 이용객 관리를 해야 할 것임
- 시장내 이용객조사는 조사요원들이 출·입구에서 조사하거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
객을 집계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지구내 주차관리계획의 수립
- 매일올레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은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장 인근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인근주민들과 시장이용객들의 주차공간 사용시간 수요를 분석하여 이용시간
을 고려한 주차공간 배치 및 운영방안이 있어야 함
- 시장인접주민들의 도보권내 주차장 이용을 계도하거나 지역민들의 월주차인 경우는
주차료 할인한다든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수요관리를 해야 함

○

제주지역 상권활성화계획 수립
-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주지역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매년 전통시장매출동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을 토대로 제주도에서 주도
하는 제주지역내 상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상권을 분석하고 수요자들이 원
하는 것들을 미리 진단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서귀포 전기버스, 시티투어버스 연계성 강화 필요
- 서귀포 시티투어버스 880번, 향토오일시장을 출도착지로 하여 메일올레시장 등을
순환하는 전기버스가 운영중에 있음
- 따라서 서귀시내에서의 투어버스 연계 뿐만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을 연
계하는 시장투어버스의 타당성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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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제주 방문객 통행실태 분석
손상훈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국가 및 지역 교통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가구통행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최근 조사는 지난 2016년에 실시되었고, 제주지역에서도 수행되었음

○

그러나 가구통행실태조사는 지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방문객1) 규모
가 큰 제주지역의 경우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만으로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행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2016년 실시된 가구통행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전국 최초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통행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으로부터 수집된 통행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교통, 관광분야 등 다양한 수요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방문객 통행실태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활
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제주 방문객 통행실태조사

○

선행 연구 고찰

1) 관광객(tourist), 비거주자(non-resident)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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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방문객 통행실태조사 기초분석

○

조사자료 및 분석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
○

제주특별자지도 방문객 통해실태 조사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4차에 걸
쳐 수행되었음

○

조사 후 오류검수를 마친 유효부수는 1,032부로 목표대비 98.3%임

○

제주 방문객 통행실태조사 기초분석을 응답자특성, 방문특성, 통행실태로 구분하여 수
행함

○

응답자특성의 경우 조사월별 큰 차이가 없으나, 방문특성의 경우 8월이 다른 조사월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특성 및 방문특성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제주특별자치도ㆍ제
주관광공사, 2016)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통행실태의 경우 대부분 조사월별 차이가 없었으나, 통행출발 및 도착 지역에서 차이를
보임

○

통행발생원단위의 경우 제주도착일, 제주체류일, 제주출발일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통행발생원단위는 각각 3.2통행/일, 5.5통행/일, 2.0통행/일로 나타남
- 제주출발일의 경우 항공기 출발편수, 출발명수 자료를 통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가중
치로 부여하면 통행발생원단위는 3.0통행/일ㆍ인으로 산출됨

○

통행발생원단위는 응답자특성, 방문특성별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 성별에 의한 차이는 거의 없음
- 연령대별 차이는 다소 있음. 20~29세의 통행발생원단위가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다
소 큰 것으로 나타남
- 방문기간이 3일인 경우 통행발생원단위가 가장 큼
- 최근 방문횟수 1회의 통행발생원단위가 높게 나타남
-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방문한 응답자들의 통행발생원단위가 높게 나타남
- 동반자수가 2명인 경우 통행발생원단위가 높게 나타남
- 부부/연인과 방문한 응답자들의 통행발생원단위가 높게 나타남

109

정
책
과
제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객 통행실태조사 자료와 분석결과는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됨

○

제주 방문객 통행 및 관광행태 이해
- 제주 방문객의 통행 및 관광행태를 숙박 여부에 따라 당일통행과 숙박통행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숙박통행은 다시 제주도착일 통행, 제주체류일 통행, 제주출발일 통행
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제주 방문객의 통행행태는 월별 차이가 크게 없으나, 통행출발-통행도착 지역패턴의
경우 다소 차이를 보임. 체류일 기준 이동에 일평균 3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광행태는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2016) 자료 등과 연계하여 렌터카
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특성, 이동특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특성 등에 대
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방문객 통행수요 추정 및 전체 통행수요 파악
- 추정된 방문객의 통행수요는 거주자 통행수요와 연계하여 제주지역의 전체 교통수요
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보다 정확하게 파악된 제주지역 통행수요는 교통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법정계획 수립 및 교통인프라 타당성 평가
- 교통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함
- 타당성 분석, 예비타당성 분석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관광교통계획 수립 및 관광교통수단 검토
- 제주미래비전(제주특별자치도, 2016.2)에서 관광교통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관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가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시티투어버스, 자율주행 버스 등 관광교통수단을 구상하고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음

○

렌터카 정책 활용 및 모니터링
- 제주 방문객의 렌터카 운행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렌터카 운행 규모는 제주지역
교통혼잡과 교통안전과 관련되므로 이를 지표화하여 렌터카 및 교통정책을 수립하
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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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활소라 고부가가치화 방안
정
책
과
제

한승철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활소라는 해녀들에 의해 포획되는 자연산 해산물로, 해녀의 주수입원이 되어 왔으
나 최근 몇 년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 연간 생산량은 2,000여 톤에 달하고 있는 제주활소라의 수매단가(kg당)는 최근 5년
간 19.1%가량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음

○

제주활소라 수매단가의 하락원인은 국내 소비부진에도 있지만 주로 최대 소비처인 일본
내 소라 생산량 증가와 엔저현상에 기인하고 있음
- 일본 수출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엔저지속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 해결방안
이 모호하나 국내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따라서, 매년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활소라의 소비촉진을 강화하고, 유통
망을 개척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식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제주활소라 생산 및 유통 실태 파악 및 이를 토대로 하여 소비촉진, 유통개선, 고부
가치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활소라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제주활소라 생산 및 유통 현황 조사

○

제주활소라에 대한 소비자 인식 파악

○

제주활소라 소비촉진 및 유통 개선방안,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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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활소라 고부가가치화 사업 발굴 및 정책과제 도출

연구결과
○

제주활소라의 고부가가치화는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과제임

○

제주활소라의 생산 및 유통실태, 소비자 인식조사, 고부가치화 모색 연구를 통해 제주
활소라의 장·단점과 기회·위협요인을 정리하면 <표 Ⅴ-1>과 같음

<표 Ⅴ-1> 제주활소라 고부가가치화 SWOT
강

점(S)

·천혜의 청정바다환경에서 서식
·지역특산물로서 가치 보유
·타우린, 미네랄 등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건강식품으로서 경쟁력 보유
·활소라 생산자로서 세계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에 이바지
기

회(O)

·제주 청정바다에 대한 지리적 인식 향상
·청정바다에서 채취하는 활소라 소비자 인식
향상
·수산자원관리법에의한 TAC정책 실시
·해녀지원보호를 위한 제주도 조례
제정(2009년)과 제주 활소라 보전정책시행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 지정(2015년) 및
제주해녀 보호·육성정책

○

약

점(W)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등 표준화 미비
·취급의 어려움과 제한적인 소비범위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유통구조
·대일본 수출에 의존하는 정책
·활소라 가공 기업 및 연구기반 미흡
·제주활소라의 낮은 인지도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미비
위

협(T)

·해녀의 노령화 및 전문 노동력 감소
·제주근해 바다환경 오염의 증가
·양식 어패류와의 경쟁력에서 열악함
·제주활소라 차별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

이러한 SWOT분석을 토대로 제주활소라 고부가가치화의 전략을 모색한다면, 강점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요인에 대비하면서 유통구조의 문제점이 산적한 약점
요인을 보완해나간다면, 고부가가치화는 어느 정도 실현될 것임

○

제주활소라의 고부가가치화를 비전이라고 설정한다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표Ⅴ-2>와 같이 2015년도 생산액이 98.9억 원으로, 100억 원을 육박했던 점에
비추어 ‘연간 제주활소라 조수입 100억 원 이상 달성’을 전략적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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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연도별 제주활소라 생산액
(단위: 백만 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827

9,447

8,206

9,899

8,172

8,051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체적 요인(S), 환경적 요인(E), 자원적 요인(R),
메카니즘적 요인(M)에서 시사점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하여, 적극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Ⅴ-3> SER-M 구조면에서 제주활소라 핵심요소와 시사점
구분

Key Factor

시사점

S
(주체)

1) 해녀, 어촌계
2) 수협, 행정시, 도

- 해녀, 어촌계의 마인드 제고
- 유통부문 수협의 역할 강화
- 지속적인 행정적 뒷받침

E
(환경)

1) 일본 수출
2) 국내소비 저조

- 일본 시장의 변화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국내소비 촉진을 위한 인지도 개선 등 시장 저변
확대
- 제주활소라의 브랜드화

R
(자원)

1) 자원 보전
2) 생산관리

- 청정 해양 보전
- TAC제도 지속 추진 및 생산 조절
- 산지 직판을 위한 생산보관시설 확충

1) 고부가가치화
2) 유통기반 구축

- 관련 주체 협의체 구성
- 연례 자율평가 시행

M
(메카니즘)

주) SER-M구조는 현황을 주체적 요인(S), 환경적 요인(E), 자원적 요인(R), 메카니즘적 요인(M)으로 설명할
수 있음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활소라 브랜드 가치 고도화 방안
- 제주활소라의 네이밍 및 브랜드화 필요
Ÿ

제주활소라의 브랜드명을 네이밍할 필요가 있음
어촌계 현장에서 제주해녀들이 채취한 소라를 지칭할 때 제주활소라라고 부르고
있어, 제주지역 내에서는 통상 제주활소라라고 명명하고 있음
그러나 활소라는 가공소라와는 대비되는 살아있는 소라만을 뜻하고, 제주에서 생
산되는 소라 전부를 대변하기에는 역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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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소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참소라와 대비되고 특수한 환경에서 자
라는 뿔소라임을 강조하는 뜻해서 ‘제주뿔소라’ 라고 네이밍하고, 도내에서든 육
지부 소비처에서든 ‘제주뿔소라’ 라고 통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왕뿔소라 경매 시행
Ÿ

제주소라는 예로부터 크기에 따라 ‘조쿠쟁기’(자잘한 것), ‘쏠구쟁기’(중간크기),
‘문둥구쟁기’(큰거) 등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하였음
이는 등급화이고, 브랜드화하는 것과 유사한 명명임

Ÿ

연 1회 연례적으로 가장 큰 왕뿔소라(문둥구쟁기) 경매 행사 개최(소라축제 프로
그램화)
소라축제 행사기간에 제주왕소라를 채취한 어촌계ㆍ해녀와 가장 비싸게 구입한 소비자
(바이어) 및 구입가격을 발표하여 언론에 홍보, 흥밋거리를 제공

- 수출시장 개척
Ÿ

일본수출 부진에 따른 대책으로 동남아, 중국 시장 개척 필요

Ÿ

동남아, 중국의 경우 아직 횟감, 초밥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활소라 수출보다
는 소라육질 수출 전략 모색

○

제주활소라 요리개선 방안 활용
- 제주활소라를 활용한 지속적인 요리개선이 필요
Ÿ

젊은층이 선호하는 유럽식요리에 소라를 식재료화한 요리 적극 개발

Ÿ

소라컵라면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는 레시피 개발

- 개발된 요리 레시피 제공 및 소라축제 시 경연
- 요리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소라요리 레시피 및 직판요리 어촌계식당(해녀 마켓)에 보급 필요
○

활소라 가공식품화 개발
- 제주활소라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 지금까지 활소라 섭취는 껍데기째로 굽는 활소라구이, 꼬치구이, 찐소라, 통조림, 젓
갈, 생물 등으로 판매 섭취
Ÿ

기존 섭취방법 고도화, 남녀노소가 선호할 수 있는 요리개발, 젓갈 등 발효, 웰빙
반찬류, 꼬치 등 제주명물 먹거리 개발

- 원물 판매보다 고부가가치가 있는 소포장 가공제품화
- 활소라 전처리 가공 후 냉동처리과정에서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처
리기술 도입 및 개발
-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을 통해 가공식품화 관련 예산 확보 필요
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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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활소라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통
한 국비(3개년 사업)를 확보
Ÿ

제주 활소라 고부가치화 사업 목적 및 사업목표, 산업화 전략 및 추진체계 등을
명확히 함

Ÿ

제주활소라 고부가가치화 사업단 발족, 어촌계,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 운영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신청-선정-성공적인 진행이 되도록 지
원함

○

추진주체의 역할 강화
- 제주활소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행정시, 생산자단체인 수협, 어촌계, 해녀 각
자까지 역할을 강화하고, 분담조정 필요
- 활소라 관련 생산, 유통주체와 행정, 유통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주뿔소라유통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의 공감대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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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제주의 융복합형 공유경제
환경구축 추진방안 연구
이중화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규모 역시 증가하는 시점에서
공유경제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 중 경제활동의 대안으로 발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국내․외 추세를 반영하여, 자원의 희소성 및 생산능력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Ÿ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유경제 발전 현황과 정책 및 관련 비즈니스 사례 등을
고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경제 기본계획의 수립방안과 전담조직 운영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국내외
정책과 비즈니스 사례, 문제점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
- 우선 공유경제의 정의와 국내‧외 발전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공유경제 국내외 관련
정책 및 비즈니스 사례 등을 살펴봄
- 국내 39개 지자체별 공유경제 관련 조례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Wordcloud) 분석
을 진행하여 핵심단어를 추출함
Ÿ

해당 분석은 공유경제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 공
유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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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 제주지역 공유경제 환경조성 방향은 지역 내 공유자원 현황과 인식도 조사 및 이상
내용을 기초로 기본계획 수립방안, 전담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

공유경제는 재화의 공동 소비 즉, 여러 사람의 공유를 뜻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지식, 공간, 경험 등 유․무형의 유휴자산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급자와 수
요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관련 영역으로 교통, 서비스, 음식, 제품, 금융, 공간 등 6개 분야에서 차량공유, 운
송 서비스, 음식, 제품, 금융, 공간, 복지 및 미용, 물류, 도시행정, 교육 등 16개 분
야로 확대 및 세분화되고 있음
Ÿ

2010년 이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약 7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매우 빠
르게 성장하고 있음

Ÿ

국내 공유경제 규모는 4.25억 달러에서 6.58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2025년 약 76.5억 달러에서 118.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 전망됨(산업통상
자원부, 2015)

○

해외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은 시장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적 보완과 성장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추진 중임
- 미국은 공유경제 관련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제시가 아닌 공유경제의 특성과
시장의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및 확산 기회를 고려하고 있음
- 유럽은 공유경제 어젠다를 통해, 시장접근요건, 책임소재, 소비자보호, 고용, 과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법체계 내에서 엄격한 대응, 이용기준 및 과세방
안 등 제도를 합리화하여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공유경제를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기회이자, 서비스업의 취업기회 제고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됨

○

한국의 공유경제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진다는 특징이 있음
- 201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 ‘공유도시 서울’을 시작으로 한국 공유경제 정책이
시작됨
Ÿ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등 12개 광역자치단
체의 기초자치단체가 56개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경제 활
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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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자원공유는 우버, Zipcar, 모바이크를, 지식 및 경험공
유는 Dogvacay, TaskRabbit를, 공간공유는 에어비앤비, 스페이스 마켓, 커먼리빙 등
을 들 수 있음
- 국내 주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는 자원공유로 열린 옷장, 녹색장난감도서
관, 지식 및 경험 공유로 정보공개포털, 마이리얼트립, 공간공유로 코코팜스, 스토어
쉐어 등을 들 수 있음

○

공유경제의 문제점으로 안전 문제, 거래상 위험, 규제의 한계, 기존 사업과의 마찰, 고
용문제 등이 있음
- 안전 문제는 범죄행위, 주거 안전성 하락, 안전사고 발생 등을 나타내며, 거래상 위
험은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심사능력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함
- 규제의 한계는 기존 규제기준의 악용, 기존 사업과의 마찰은 공유사업으로 인한 기
존 사업체의 수익 감소, 고용문제는 시간제 단기용역이 중심인 공유모델의 한계적
고용구조를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융복합적 공유경제를 통해 제주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1단계: 연구용역을 통한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립 및 온라인 플랫폼 설립의 타당성
분석
- 2단계: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도입을 위해 제주경제구조와 연관성이 높은
숙박, 차량, 공간, 재능 등의 공유경제 형태의 기초작업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해 연구
- 3단계: 공유경제 정책 전담부서의 지적과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타당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유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주도민이 45.1% 비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선
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자원 발굴 및 확보가 38.2%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예비 창업자의 경우 50.5%가 공유경제가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자원발굴 및
확보는 40.6%로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설문조사 결과, 1순위 물건공유(21.7%), 재능공유(21.6%), 정보공유
(21.3%)로 나타남

○

39개 기타 지자체의 공유경제 관련 조례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기업, 위원,
지원, 단체, 촉진, 위원회, 경제, 보조금, 지정, 위원장 등이 상위 10개 핵심단어로 추출됨
- 제주지역은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및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조례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양한 영역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공유경제 전담팀을 통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 공유기업에게 홍보
및 단체와 자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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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앞서 다룬 여러 사례와 내용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공유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이하 사항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첫째, 지역 내 공유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
- 관련 조례는 주요 사항은 기수립한 국내 56개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고, 제주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조례 중 (가칭)제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새로운 환
경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시 유료와 무료의 경우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로인한
이해관계의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둘째, 제주지역 공유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임
- 기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
간에 주기적인 협의 및 노하우 공유 등 교류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공유
모델을 계획하고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가칭)제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은 제주지역의 기존 사업체와 마찰 해소
등 공유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제주도민과 기업, 기관 등이 함께 다
양한 협력적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

넷째, 지역 내 관련 기업 및 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
- 2017년 1월 기준 제주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체는 총 294개이며, 해당 단체들의
공유 서비스의 추진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임1)
-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체 및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필요함
- 또한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피하고 합리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
되어야 할 것임

○

다섯째, 지역 내 공유자원과 예약, 지원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국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공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홈
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 및 예약, 위치 등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Ÿ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물품, 공간, 재능 지식, 모빌리티로 구성되어 상품 및
서비스의 정보 및 예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 회의실, 강당, 공연
장, 체육시설, 주차장, 화장실, 자전거, 장난감, 기타, 부산의 경우, 주거, 물건 공
간, 지식‧재능 관련 공유자원 정보를 제공함

1) 사회적 기업: 72개, 협동조합: 165개, 소비생협: 8개, 자활기업: 21개, 마을기업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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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민참여형 공유경제 아이디어 워크샵 등 역시 추진이
필요함
○

여섯째, 기업 및 단체 지원 정책(스타트업 기업 등) 수립
- 지역 내 스타트업 혹은 공유기업, 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다양한 공유서비스가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일곱째, 제주도민 및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설문조사 결과 공유경제 개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참
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는 답변이 45.1%로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홍보와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임

○

여덟째, 관광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 모델 구축
-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
는 제주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

○

아홉째, 제주지역 공유환경 평가체계 구축
-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기존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인 평
가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의 경제적 수준, 산업구조, 인구규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가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경제 환경 구축에 있어 지향해야 할 국내 사례로
제시함
- 2018년 6월 29일 발표된 서울특별시의 “2018년 하반기 공유도시팀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유정책 평가를 위한 정책 연구, 공유성과 측정을 위한 공유지표 측정 및
활용, 다양한 주제별 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 비전 마련, 자치구 지원사업, 공유기업
선정 및 지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 추진, 학교 등 유휴 체
육시설 공유, 공유마을 조성, 공유허브 활성화, 공유 페스티벌 통한 시민참여 확대
및 인식 개선, 공유캠프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공유서울 홍보, 공유도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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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정
책
과
제

안경아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ㆍ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지방
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하여 지차분권 실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음

○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특례를 인정하는 자치분권 시범모델을 추
진해왔음
- 일반법이 적용되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법」과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정한
내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권한을 부여받음(안영훈, 2016)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이양된 권한의 활용을 통해 실현
되어 온 바,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 1차 산업’을 1차 산업 육성방향으로 설정하고 중
앙권한을 이양 받았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내용과 활용도를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이양 권한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하여 이양된 농ㆍ축산 분야 권한의 내용과 관련 법
령, 조례 등임
- 농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은 제주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2장 농

121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중 농업, 농촌, 축산업 진흥과 관련한
조항임
Ÿ

농업 관련 조항은 제주특별법 제267조(발전계획 수립), 제268조(수급안정), 제
269조(해상운송비), 제273조(친환경 농업 육성),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제276조(여성농업인) 등 임

Ÿ

농촌 관련 조항은 제주특별법 제270조(농어촌지역 지정), 제271조(농어촌정비),
제27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277조(농지전
용허가 제한),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제279조(농지분할) 등임

Ÿ

축산업 관련 조항은 제주특별법 제284조(가축방역), 제285조(가축방역관), 제
286조(수의사의 업무), 제287조(제주흑우 보존) 등임

○

농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분석을 위해서는 이양 권한 내용 및 유형 분석, 이를
토대로 조례 제정과 정책 시행 결과 관련 현황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이양 권한 내용은 일반법 또는 법률 시행령과 제주특별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함
- 이양된 권한 유형은 제주특별자치도(2015), 『제주특별자치도 이양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과 민기와 홍주미(2017)를 토대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Ÿ

특례는 ‘oo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함’, ‘oo법에도 불구하고 제
주특별법에 규정함’등으로 특별법에 명시되거나, 특별법 규정을 통해 다른 지역에
없는 권한 또는 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부여하거나 창설하는 것을 의미함

Ÿ

권한이양은 ‘oooo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 특
별법에 명시되는 것을 의미함

Ÿ

사무이양은 ‘시행령(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
례로 정함’으로 특별법에 명시된 것을 의미함

- 이양된 권한의 활용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 또는 수립된 정책으로 분석함
- 조례를 근거로 이양된 권한 활용 결과, 제주 농ㆍ축산 현황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함

연구결과
○

제주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목표는 실질적인 지방분
권 보장과 국제적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임

○

2017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
으며, 농ㆍ축산 분야에서는 72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72건 중 활용도가 높은 권한은 59건이며, 농
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 비율이 81.9%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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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농ㆍ축산 분야 주요지표의 변화 분석 결과, 제주지
역 GRDP성장률이 1.3%p 증가한 반면, 농ㆍ림ㆍ어업 성장률은 0.4%p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 GRDP성장률은 1996~2006년 3.4%에서 2006~2016년 4.7%로 증가한 반
면, 농ㆍ림ㆍ어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 부가가치 중 농ㆍ림ㆍ어업 구성비는 1996년 24.5%, 2006년 15.8%, 2006
년 11.7%로 나타나,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제주 농산물 실질생산액 증가율은 2000~2006년 9.7%인 반면, 2006~2016년
7.4%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 축산물 실질생산액 증가율은 2000~2006년 14.4%인 반면,2006~2016년
8.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농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이 미흡한 원인을 파악하고, 활용도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함

종합 및 정책제언
○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가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이양된 권한임에
도, 지역 간 형평성 위배라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이에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이 필
요함
- 다음 예시는 여타 지역과 형평성 위배라는 쟁점에 대해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
Ÿ

해상운송비 부담으로 인해 제주농가 수취가격은 양파인 경우 무안군 대비
93.9%, 대파인 경우 진도군 대비 73.7%에 불과함(전창곤 외, 2010)

Ÿ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으로서 농자재 구입, 농업 시설 설치 및 수리비 등 농
업 경영비가 높아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농업 소득률은 32.9%인 반면 제주지
역은 23.9%에 불과함(통계청, 2017, 농가경제조사)

- 다음 예시는 WTO협정 위반이라는 쟁점에 대해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
Ÿ

해상운송비 지원은 목적이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축대상 보조로 볼 수 없음(전창곤
외, 2010)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관련 사무)마을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제주지역 여건 변화로 인
해 활용도가 낮으므로, 마을정비구역 지정 수요 발생 시 조례 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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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의 마을정비구역제도는 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원마을 및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적용되는 바, 최근 제주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농어촌개발사업 추진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시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
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음
○

(농지분할 특례)농지 세분화는 농지전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농지분할 기준 완
화 필요성이 제기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에 관련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병원 개설ㆍ정지 사무)동물병원 개설 및 동물진료업 정지 명령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사업 수요 발생 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주로 농촌 부문 권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권한 이양 시점과
활용 시점 간에 제주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정책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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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방안
안경아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2010년 정부는『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 농식품 분야 보조·융자 지원과 차별화된 민ㆍ관합작 투자 방식
인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를 출범시킴

○

2017년 기준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자펀드, 아하 농식품투자
조합)은 49개 8,105억 원인 반면, 44%가 적절한 투자처를 찾고 있지 못해 농식품투자
조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국승
용 외, 2017)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농림수산식
품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자펀드 즉,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책과 제주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 여건을 분
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필요성을 제안함

○

연구방법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책 분석, 제주 농림수산식품산업 성장성 분석을 통
한 투자여건 분석을 하며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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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영구조와 투자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운영주체인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서 제공한 모태펀드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함
- 제주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0~2017년 농림수산식품산
업 사업체 수, 매출액, 이익률 등을 분석함
- 경기도 투자조합 결성 사례, 모태펀드 투자 사례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방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

모태펀드(Fund of Fund)는 펀드의 펀드라는 의미로 정부에서 민간 운용사의 투자시스
템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 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한 펀드를 의미함
- 벤처와 중소기업 투자는 위험성이 높고 자금 규모가 적이 거래비용이 많이 들기 때
문에 민간펀드(사모펀드)만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산업 금융정책이 기존에는 담보를 기초로 융자금을 지원해오던 방식이 주
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경영체의 성장성을 기초로 투자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임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과 민간자금 조달을 통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결
성되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주식, 회사채, 프로젝트 등의 방식으로 농식품 경영
체에 투자함
- 2017년 기준 50개, 8,205억 원 규모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농식품
분야에 3,563억 원 규모의 민간자금 유치하였음
- 8대 프로젝트 펀드는 ①대규모농어업회사, ②첨단유리온실, ③식품클러스터, ④농림
수산식품 R&D, ⑤종자ㆍ종묘산업, ➅염산업, ➆한식세계화, ➇원양어선 신조 등에
서 활동하는 경영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며 52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음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 산업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8) 연구를 토대로 한국표준산업분료표 상 농림어
업, 제조업(음식료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음식료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음
식점 및 주점업)등으로 설정함

○

2017년 제주지역 산업별 입지상계수(특화도) 분석결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 대
상 산업분야의 입지상계수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산업별 입지상계수 분석결과 농림어업 5.4, 제조업 중 음식료품 및 담재제
조업 1.1, 숙박 및 음식점 2.4, 도매 및 소매업 1.0 등인 것으로 나타남

○

2010~2017년 제주지역 산업별 연평균 생산액 증가율 분석결과,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는 농식품산업이 성장하며, 특히 제조업 중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성장률이 7.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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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GRDP성장률 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2017년 제주지역 산업별 연평균 생산액 증가율은 농림어업 –0.8%, 음식료
품 및 담배제조업 7.9%, 도매 및 소매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3.8%인 것으로
나타남
○

2010~2017년 농식품 사업체 수 증가율 분석 결과, 제주지역 농식품산업분야 사업체
수 연평균 성장률 4.2%로 나타나 전국(2.2%)보다 2.0%p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2010~2017년 농식품업 종사자 수 증가율 분석 결과, 제주지역 농식품 사업체의 종사
자 수 연평균 성장률 4.9%로 나타나 전국(3.4%)보다 2.0%p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2010~2017년 농식품업 성장성 분석 결과, 제주지역 농식품업 매출액 증가율은
11.3%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8.3%)보다 3.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농식품업 생산성 분석 결과,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제주지역이 132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101백만 원)보다 30%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농식품업 수익성 분석 결과, 사업체당 영엽이익이 제주지역 46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41백만 원)보다 11%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영엽이익률은 제주
10.1%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8.2%)보다 1.9%p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등의 지표를 전국평균과 비교한 결과,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처리업, 음식료 소매업, 음식점업 및 주점 등의 투자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종합 및 정책제언
○

문헌연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대상 발굴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투자 운
용사의 농식품산업 전문인력 부족, 농식품 경영체 정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농
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대상 발굴 방식은 네트워크 활용인
것으로 나타남(박준기 외, 2017)

○

이에 제주지역 펀드를 조성하여 농림수산투자 대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
를 시행함

○

제주 농식품산업 특화도,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등 투자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농
식품산업 특화도가 높고 전국평균보다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등의 지표를 전국평균과 비교한 결과,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처리업, 음식료 소매업, 음식점업 및 주점 등의 투자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
어, 프로젝트 투자 대상을 발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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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투자는 특정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을
약속된 계산에 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투자의 단위가 기업이 아닌 프로
젝트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안을 보다 정교하게 타겟팅 할 수 있고, 기업
에 대한 투자보다 투자회수가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을 가짐
- 농식품분야는 법적형태가 개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농업 생
산ㆍ유통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투자가 용이함
- 주식회사만 가능하고, 영농어법인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전환
사채, 신주인권부사채 등의 채무증권을 투자할 수 없고, 지분투자의 경우 준조합원
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회수에 제약이 존재함(삼일회계법
인, 2012)
○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사례와 같이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개정을 통해 출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진흥기금조례 제8조 지원
대상자은 농어가와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해서
는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지원조건
에는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된 농식품투자조
합에 대한 출자”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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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정
책
과
제

좌민석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현행법상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
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선원 이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근로기
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총 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20톤 미만
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어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노조와 사용자 및 정부 간 현
안문제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서 실태파악 등 관리를 하고 있음

○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미만 어선원의 경우에는 취업현황 실태조차 파
악이 안 되고 있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부재로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가 사각지
대에 놓여 있음

○

더불어, 최근에는 작업환경에 비해 임금도 높지 않아 많은 젊은 인력들이 수산업 종사
를 기피하고 있어 어선원 공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어선원 없이는
수산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어선원의 원활한 고용안정 및 수산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제주지역 어
선원의 고용실태를 분석하고 복지체계 증진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어선원 고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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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연근해어선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음
- 대상 업종 :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중 낚시어업(주낙을 사용하는 연승어업 및
채낚기를 사용하는 채낚기어업)

○

문헌조사는 어선원의 수급과 복지에 관한 연구자료 및 논문을 검토하였으며, 설문조사
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선주와 어선원 100명을 대상으로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방
안 제시하기 위하여 4개 분야, 15항목을 조사하였음

○

면접조사는 연근해어업 선주 및 어선주협의회 회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
하였음

○

통계조사는 한국선원통계 연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현황, 제주 통계연보 등을 통
해 조사하였음

연구결과
○

제주지역 어선원 고용실태
- 어선척수
Ÿ

2017년 제주지역 연근해어업의 총 어선척수는 1,960척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
안어업 어선척수가 1,631척, 근해어업 어선척수가 329척으로 나타났음

- 국내 및 외국인 어선원 수
Ÿ

전국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 수는 16,460명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 수는 1,941명으로 나타났음

Ÿ

제주지역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 수는 약 2,19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됨

Ÿ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 수는 1,278명, 20톤 미만 어선에 승
선하는 외국인 어선원 수는 262명으로 나타났음

- 어선원 임금 현황
Ÿ

연근해어선 어선원 월평균 임금은 3,70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지급형태는
월고정급, 생산수당, 비율급제로 구분되고 있음

Ÿ

업종별 임금조건 및 근로조건은 연근해어업의 업종별 임금은 단체 협약에서 결정
되며, 근로조건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각 업종별 선원 노조와 선주들의 단체 협약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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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복지 현황 분석
- 국내
Ÿ

어선원 복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복지 관점에서 시작되며, 사회복지는 복
지 혜택을 주는 주체를 기준으로 공적 복지와 사회 복지로 구분됨

Ÿ

20톤 이상의 어선원에 대한 복지는 정부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톤 미만 어선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Ÿ

어선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어선원 보험은 각각 고용보험법, 국민건
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선원
보험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간에 보상범위가 일부 중복되어 있음

- 국외
Ÿ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는 어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을 제도화 하지 않고 있음

Ÿ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은 영국의 경우 1991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의 경우 1940년 선원보험법을 제정하였음

○

어선원 고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 선주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선주가 된 이유와 어선원으로 근무하게 된 이유를 보면
다른 일을 할 능력이나 자신이 없어서와 취업하고 싶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높게 나타났음
- 어선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선주와 어선원 모두 어선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어선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
제는 어선원 근로복지 개선과 임금 인상이 높게 나타났음
- 연근해어업 선주 및 어선주협의회 회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 등 인터
뷰를 실시한 결과, 최근 어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하여 선불금 사기 피해
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에 따른 선주의 경제적 부담 등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E-9 취업비자로 입국 후에는 어선원 노동이 힘들다는 이유로 양식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취업함으로써 조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어선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보상 문제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3건은 선주와 선원이 절반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선주
에게 통합 고지하고 연체 발생시 재산압류 통지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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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지역 관내 수산계 학교인 성산고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재학생 및 어선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음

○

어선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일정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원 수급관리의 이원화 문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어선원 대체 인력으로 북한 어선원 고용제도와 더불어 기술전수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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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제주지역 품질·위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 조성방안 연구

정
책
과
제

좌민석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산지위판장은 어획물 진열, 경매, 거래형성, 판매 및 대금결제,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시설수준, 규모, 입지조건, 위판실적, 취급품목 등 지역별로 상이함

○

대부분의 위판장은 시설 노후화, 내부위생 및 품질유지 시설 미흡 등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유지에도 취약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고품질, 위생안전, 간
편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요구 증가로 노후위판장에 대한 기능 강화 및 위판과정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와 수협은 낙후된 위판시설 개선, 수산물 신선도 유지 및 식품위생 확보
를 위해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6개의 수협 수산물 산지 위판장이 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
생적인 위판, 어획 수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 방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 청장년들이 대도시로 이동함으로써 산지위판장이 위치하고 있는 어촌은
고령화 추세 및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실태조사 및 국내·외 품질위생형 산지위
판장 선진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품질·위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 조
성 방안을 제시하고 산지위판장과 관광을 연계하여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
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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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위판장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음
- 대상 위판장 : 제주시 수협, 한림 수협, 성산포 수협, 모슬포 수협, 서귀포 수협, 추
자도 수협

○

문헌조사는 산지위판장에 관한 연구자료 및 논문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는 직접 위
판장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음

○

사례조사는 국내와 해외의 품질위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 추진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면
접조사는 수협 조합장 및 관계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통계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월별 어선어업동향을 통해 조사하였음

연구결과
○

산지위판장 현황
- 산지위판장 개념 및 기능
Ÿ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수산물 산지위판장”이
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 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Ÿ

산지위판장은 수산물 수집, 수산물 가격 형성, 거래대금 결제, 어획물 판매 기능
을 담당하고 있음

- 산지위판장 현황
Ÿ

제주지역에는 한림 수협, 제주시 수협, 추자도 수협, 서귀포 수협, 성산포 수협,
모슬포 수협이 위판장으로 지정되었음

Ÿ

산지위판장의 건축면적을 보면 대부분의 위판장은 소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며, 건
축면적 5,000㎡을 보유한 위판장은 서귀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1개소에 불과함

- 위판 실적
Ÿ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어종별 위판실적을 보면 갈치가 1,881톤에 21,533백
만원으로 가장 많은 위판량과 위판금액을 기록하였음

Ÿ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수협별 위판실적을 살펴보면 한림수협이 15,377톤에
128,300백만원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위판량과 위판금액을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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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취약점
Ÿ
○

위판장의 취약점으로는 위판장 건물, 위판장 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로 구분됨

국내외 산지위판장 선진사례
-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 사례
Ÿ

한림수협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산물 위판장 내 저온시스템을 갖춘 품질위생형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음

Ÿ

포항수협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활어위판장과 연계하여 활어회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Ÿ

일본의 나가사키현 마츠우라 어시장, 가고시마현 카사사초어협 위판장,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 수산시장의 대표적인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이며 자동선별기를 도입
하여 양륙한 수산물들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위판장 내부 온
도는 연중 20℃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판장에서 사용하는 해수는 살균수를
사용하고 있음

- 산지위판장 어촌관광 적용사례
Ÿ

북해도 쿠시로항, 미야기현 케센누마항, 미야기현 시오가마항, 와카야마현 도레도
레 어시장이 대표적으로 산지위판장과 관광을 연계하였으며 관광객들이 위판과정
과 경매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로를 구축하였음

Ÿ

프랑스 RunGIS 수산물어시장과 이탈리아 산 베네데토 트론토항은 위생적인 현대
화 시스템 구축 및 관광객들에게 위생복장 착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위생적인 수산
물 취급 환경과 수산물류 체계를 교육·홍보하고 있음

- 시사점
Ÿ

제주지역 위판장의 대부분은 개방형 위판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판작업과
경매 역시 바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유럽 위생
관리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Ÿ

산지위판장의 위치하고 있는 어촌은 고령화 추세 및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산지위
판장과 관광을 연계하여 어촌의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 운영 방안
- 조성 방안
Ÿ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 조성을 위해서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설계 해야하며, 위
판장 내부의 온도를 연중 18℃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Ÿ

나무 어상자는 오숭에 의한 오염 및 이물질 유입이 가능성이 높아 전어종에 대해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해야 함

Ÿ

위판장에 사용되는 해수는 이물질으 여과한 후 자외선살균기로 살균한 해수를 사
용해야 함

Ÿ

수산물 보관에 사용하는 얼음은 오염 방지를 위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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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오·폐수 처리시설은 위판장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고,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선별
하는 작업자들은 모발 등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모자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

Ÿ

위판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인 주차장 시설 확대와
어민휴게실 설치가 필요함

- 산지위판장과 어촌관광 연계방안
Ÿ

제주 관내 수산물류 거점 기능 활용, 어촌관광을 통한 지역재생의 유형으로 개발,
지역 수산史와 수산물 위생안전 취급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홍보, 관광객 직·간접
체험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성 제고 등을 통해 산지위판장과 어촌관광의 연계가 가능함

Ÿ

산지위판장 어촌관광 모델 개발은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기존 어촌 어항개발
연계, 해양수산부 신규정책 제안을 통해 추진이 가능함

종합 및 정책제언
○

결론
- 본 연구는 작게는 제주 도민과 크게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첫 출발점인 산지위판장의 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음
-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바다에서 조업과정을 통해 수산물을 어획하기 때문에 산지위판
장에 양륙한 이후부터 수산물의 안전성을 통제할 수 있음
-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목
적으로 품질·위생형 위판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젊은 청년들은 대도시로 이동함으로써 어촌은 고령화 추세 및 활력이 저하됨
에 따라 산지위판장과 관광을 연계하여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본
위생 위판장과 수산시장의 시설개선 사례를 검토하였고, 국내의 경우에는 위생형 위
판장이 조성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하고 위판장 건물, 위판장 시설, 부
대시설, 편의시설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산지위판장과 어촌관광의 연계방안은 일본과 유럽의 위판장과 수산시장의 사례를 검
토하여 제주 관내 수산물류 거점기능 활용, 어촌관광을 통한 지역재생의 유형으로
개발, 관광객의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 도입, 기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음
-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식품위생 확보를 위한 품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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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산지위판장의 도입은 향후 수산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선진산업화를 이루
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
○

정책제언
- 위판장 시설 현대화
Ÿ

품질·위생형 위판장 조성을 위해서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내부의 온도
를 연중 18℃를 유지할 수 있는 저온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
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위판장 시설을 HACCP화 해야함

Ÿ

위판장 내부 공간 기둥 최소화 및 작업공간과 동선을 확보하고 대량의 위판 수산
물 입항시 안정·위생 양륙을 위한 기계와 대형 부잔교 설치를 통해 위판장 시설을
실용화 있게 해야함

Ÿ

활어위판의 경우 활어 위판수산물 보관용 시설(수조, 수온조절, 여과, 에어공급 시
스템) 등 위생 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함

- 위판장 시설·장비·품질 위생화
Ÿ

위판장 바닥작업을 근절하여 바닥의 위판 수산물에 이물질 및 오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판장 내 작업방법을 개선해야 함

Ÿ

위판장에서 사용하는 해수는 이물질 여과 및 자외선 살균기로 살균한 해수를 사용
해야 함

Ÿ

위판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상자, 수조 등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여 나무상
자, 스티로폼상자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한 수산물 위생 저해를 방지해야 함

- 위판장 안전화
Ÿ

위판장 외부에는 일반인 차량 출입 금지용 차단벽을 설치하고 위판장 바닥은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 후 바닥에는 홈을 파서 미끄럼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Ÿ

위판공간 출입은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위판장 내에서 관련 업종에 따른
색깔별 모자를 착용하여 위판장 출입이 허가된 관계자임을 표시해야 함

- 위판장 관광자원화
Ÿ

산지위판장이 위치하고 있는 어촌지역은 고령화 추세 및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위
판장과 관광을 연계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젊은 청장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Ÿ

위판(경매) 공간 이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관람로를 설치하여 위
판장을 어촌의 관광자원으로 조성해야 함

Ÿ

지역별 수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수협(위판장)별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고차가공 수
산제품(건조제품, 레토르, 인스턴트, 어묵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스
템을 구축해야 함

- 제주형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 가이드라인 마련
Ÿ

한림수협에 구축된 자동선별기는 참조기를 대상으로 설치하였으나, 한림수협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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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제주지역에는 5개의 위판장이 분포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에
따라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 조성이 필요함
Ÿ

제주지역에 맞는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협,
어업인, 지자체, 연구원과의 협업체계를 통한 마련이 필요함

- 청정어항 조성사업과 연계
Ÿ

정부는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 정책방향으로써 ‘14년 3월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2014~2018)」을 수립·고시하였음

Ÿ

해양수산부는 수산거점 어항의 어항구역 전반에 걸쳐 물리·화학·생물학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환경개선 프로그램 도입, 위생관리 교육 등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청정어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Ÿ

해양수산부에 시행할 예정인 청정어항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모슬포항에 품질·위
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 조성이 필요함

-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과 연계
Ÿ

정부는 2019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음

Ÿ

투자규모는 2019년도 8.7조원이며 투자되는 분야는 여가·건강활동, 지역일자리·
활력제고, 생활안전·환경분야로 나뉘어짐

Ÿ

생활안전·환경 분야에 10대 투자과제인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투자 과제와 연계
하여 품질·위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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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제주지역 쇼핑관광 발전 방안 연구
정
책
과
제

신동일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쇼핑관광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주요한 관광이자 소비활동에 따라 국가 및 지역과 관
광지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지들이 쇼핑관광 활성화
를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의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
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비율은 2.5% 수준이고, 내국인의 경우에
는 쇼핑이 목적이라는 응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도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과 같은 쇼핑관광 시설 인프라
가 거의 없는 현실로 일부 면세점과 소규모 판매점 등에 관광객들의 쇼핑활동을 의존하
고 있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

하지만 쇼핑관광의 활성화는 제주관광의 다양화 및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보다 능동적인 대안 마련과 인식의 전환
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연구범위 및 방법
○

쇼핑관광 및 관광기념품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쇼핑관광의 개념 정의 및 연구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함

○

전문가 포럼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하여 제주지역 쇼핑관광의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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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쇼핑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살펴보고 제
주관광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함

연구결과
○

국외 쇼핑관광 활성화 사례 시사점
-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대량구매를 유도
Ÿ

특히 드러그 스토어들은 외국인(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의약품과 화
장품 중심에서 점차 일반 생필품과 식품에 이르기까지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있고,
다양한 할인정책과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프리미엄 아울렛을 통해 관광객 유치 전략에 활용
Ÿ

일본의 프리미엄 아울렛은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쇼핑명소
로 최근에 조성되는 아울렛들은 공항에 인접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직전에
대량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에 활용되고 있음.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Ÿ

일본의 대다수 도․소매점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우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
고 있는데,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표적시장으로 하는 다양한 할인 및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품질인증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 만족도 제고
Ÿ

홍콩의 사례에서 보듯이 쇼핑관광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양질의 쇼핑관광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제주지역 쇼핑관광 문제점 및 과제
- 제주 쇼핑관광 인프라 확충이 필요
Ÿ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쇼핑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쇼핑관광의 비중 확대가 필요
Ÿ

한류와 더불어 방한 관광객들은 한국에서의 쇼핑에 대한 활동이 높아지는 상황임
에도 제주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약 2.5% 정도만이 쇼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쇼핑관광지로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함.

- 관광기념품 산업의 육성 강화
Ÿ

대형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등 공산품을 통한 쇼핑관광의 육성은 지역적 한계
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별적 관광기념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쇼핑관광
으로 이어지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

- 음식자원의 쇼핑관광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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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의 로이즈초콜릿과 자색고구마 타르트와 아이스크림처럼 제주의 경우에도 기
존의 감귤초콜릿, 파이, 양갱 등의 판로 확대와 더불어 독특한 신규 기념품의 개
발의 필요성이 큼.

- 제주형 쇼핑이벤트 개발로 인지도 강화
Ÿ

재래시장 및 기존 소규모 상점가의 방문을 활성화 하는 이벤트의 개발, 접근성 강
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의 지원 등 제주형 쇼핑이벤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지도
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제주 쇼핑관광 육성 관련 제도적 정비 시급
Ÿ

조직과 계획이 제주는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쇼핑관광 육성을 위한 조직과 종합계
획, 품질인증 등의 제도 개선이 중요함.

종합 및 정책제언
○

정책 과제

1) 쇼핑을 제주관광 주요 콘텐츠로 육성
- 쇼핑관광 자원 연구 및 관리
Ÿ

따라서 향후 쇼핑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쇼핑관광 자
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광시장별 맞춤형 쇼핑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함.

- 쇼핑관광의 온라인 홍보 강화
Ÿ

제주도의 종합 관광정보 사이트인 ‘비지트 제주’ 사이트에는 쇼핑과 관련한 정보
들이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으나 관광기념품 정보는 비어 있는 등 현재보다 더 적
극적인 온라인 홍보가 요구됨.

- 쇼핑관광 이벤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
Ÿ

제주 쇼핑관광 이벤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은 단순히 일부 한정된 품목을 할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과의 연계 할인 및 코스화, 쇼핑 상점과 음
식점과의 연계 코스화, 대중교통과 쇼핑 상점과의 연계 등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
그램을 등을 목적으로 추진함.

- 플리마켓(벼룩시장) 등 쇼핑관광 자원의 확대
Ÿ

단기간에 쇼핑인프라를 확충하기가 쉽지 않은 제주도의 여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감안할 때 플리마켓의 확대와 홍보를 통해 제주형 쇼핑관광 내지는 자원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2) 관광기념품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강화
- 제주 관광기념품 전시관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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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단기적으로는 전시관 홍보를 강화하여 방문객을 확대하여야 하고 해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시관과 판매장을 동시에 갖춘 별도의 공
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함.

- 공항과 항만 등에 관광기념품 판매장 추진
Ÿ

일본의 경우처럼 당선된 기념품들에 대해서는 공항과 항만 등에서의 판매장 입주
지원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인 쇼핑관광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야 함.

- 문화와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의 지속적 육성
Ÿ

재래시장 별로 문화와 테마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의 개발,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쇼핑이벤트의 주기적 개최 등 살거리와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개발
하도록 함.

- 음식자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
Ÿ

감귤초콜릿 등 현재 개발된 관광기념품들은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휴
대와 보관이 편하여 쇼핑이 가능한 관광기념품을 공모전, 아이디어 발굴대회 등을
통해 개발하여야 함.

3) 제도 및 정책시스템의 개선
- 제주도쇼핑관광발전계획의 수립
Ÿ

쇼핑관광발전계획의 수립은 쇼핑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단계별 과제, 쇼핑관
광 품질인증제의 구체적 방향 설정, 산학관 협력 방안 및 과제, 인력 양성 방안
등 쇼핑관광 육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제시하도록 함.

- 쇼핑관광 품질인증제의 도입
Ÿ

쇼핑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기념품을 파는 도소매점 외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이
용하는 소규모 상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함.

- 쇼핑관광 창업 지원 및 전문 인력의 양성
Ÿ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내 대학과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쇼핑관광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쇼핑관광 마케팅 전문 인력, 쇼핑관광 스토리텔러 등 새
로운 직업으로서의 교육 과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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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제주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정
책
과
제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UN의 권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의 노력으로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농협, 수협, 신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
협, 산림조합, 엽연초협동조합 등을 규정하는 8개개별 협동조합법이 있음
- 기존의 협동조합은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상향식
(bottom-up) 조직이라기보다는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지
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하향식(top-down)으로 되어 왔음
- 즉,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이나 기능으로 인식되어 활용되
어 온 측면이 큼으로 인해 자율적, 자발적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한계를 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 산업 내 중소기업들의 경
쟁력 강화에 일조

○

정부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15.2)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을 명시하여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표명

○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2010년 말 31개에 달하던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수익모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여, 운영난으로 지난 7년간 14개 조합이 해산 또는
휴면 지정되어 현재는 17개 조합만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이후 신규 설립 조합이
없는 상태임

○

제주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매출액 1억원 이하가 약 60%(통계청 경제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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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 이르는 등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개별 업체의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협동조합활동의 시너지를 이용한 이익증진 및 경쟁력 확보 수단 강구가 필요한 상
황임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07년‘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인해 현재 크게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의 경우 다양한 공동사업 수익모델을 개발로 연 매출
액이 36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 이익 증진뿐만 아니라 50여명
의 임직원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합원사의 경쟁력 강화 및 이
익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협동조합 미설립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도내 중
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를 포함한 제주도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음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통계자료는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
로 201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으로 설정함
- 내용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함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등 문헌연구를 통한 현황 분석
- 국내 사례분석과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원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 연구방향 설정 및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연구결과
○

첫째, 지역성 및 공동체성, 그리고 사업성이 균형 잡힌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마을기업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읍면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만이 아니라 도시형 마을기업을 육성과 지역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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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필요와 요구에 맞춰진 아이템 개발 등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수익모델) 개발․구축
이 요구됨
- 마을기업의 확장성을 추구하기 위해 주력상품의 업종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둘째,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에 있어 당사자 중심이나 당사자 주도의 사업 및 활동이 설
계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제주형 공동체기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 확대와 재정 및 경영시스템 지원 확
대, 제주지역 마을특성에 적합한 정책지원 프로세스 도입 등이 요구됨

○

셋째, 경제적 가치와 체계적 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마을기업의 지속성
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전수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특히 이를 위해 젊은 청년들을 마을기업으로 유
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넷째,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대·협동하는 마을기업의 위상을 갖출 수 있
도록 해야 함. 즉 마을기업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및 정례화, 마을기업 협의체 조직의
내실화, 소규모 지역단위 연합회 조직 구축 등이 필요함

○

다섯째, 마을기업 대부분은 행정력이 미흡하여 세무 및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에 따라 마을기업 재능 나눔 풀(pool)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들중에서 세무회계사와
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기업과 연계시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세무회계 및 노
무업무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마을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멘토제도를 도입해서 마을기업과 연계한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됨

○

여섯째,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기여하는 마을기업의 위상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를 주도하는 마을기업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 강화
가 적극 요구됨
- 큰 틀에서 입간판 등 제주형 마을기업 심벌(CI)을 개발하여 하나로 통일하고, 공동브
랜드 개발과 공동 마케팅 전개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도내 스타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타 마을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중장기적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종합 및 정책제언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제주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은 단계별․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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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단기는 1~2년 내 비교적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중기는 단기의 지속차원
에서 3~5년 정도까지 수행되는 과제, 장기는 단기, 중기의 연장 또는 5년 이상
10년 정도의 비교적 장기적 관점의 과제임

(1) 단기과제(1~2년)
○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
-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참여의식 확대와 신뢰성 향상이 요구됨
Ÿ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조합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운영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체질 개선이 요구됨

○

조직화․협업 시스템 구축․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본래 중소기업이 지닌 기동성과 창조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조합
의 유연한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혁신, 성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그 역
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조합과 조합원사 간의 응집력 강화
- 조합의 수익이 조합원사인 중소기업의 이익이라는 공감대 형성

○

Ÿ

원․부재료 저가 구입이 가져다주는 생산비 절감이 기업 직접이익

Ÿ

수수료 발생으로 조합 수익 증대로 다양한 사업 전개, 잉여금 배분 등

협동조합 가치 고취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내실화
-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업체 경영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가치 정립과 확산을 위한 학습과 교육이 필요
Ÿ

협동조합 유형 및 성장단계별(설립, 성장, 성숙, 부진)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
램 개발

○

조합과 지자체의 단계별 역할 설정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의 자구노력과 지자체의 단계별 역할이 매우 중
요함

○

제주 특성에 맞는 신규 업종의 협동조합 발굴․설립
- 제주 특성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향장산업(화장품), 식품산업 관련 조합 발굴․육성
Ÿ

사례분석 결과 도내 제조업이 미미함에 따라 제조업종 조합을 신규 설립하기 위한
지원 강화

○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한 융․복합형 협동조합 설립․지원
- 현재 제주지역의 1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부분이 동종업종 간의 조합원들로 구
성되어 시장의 진출이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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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러나 최근의 시장 트렌드는 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복합이 큰 흐름을 주
도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별 특수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산업,
전분야를 연계하는 포괄적 사업모델을 지향하는 융․복합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
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중기과제(3~5년)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 규제 완화
- 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요건 등은 「협동조합기본법」과 대비하
여 설립 시 규제(진입장벽) 요소가 있음

○

사회경제적 활동 강화를 통한 역할 제고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계층간 갈등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며, 시장실패 보완의 훌륭한 대안으로써 역할 수행과
함께 사회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공성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
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지원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공동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사업 추진
Ÿ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필요

- (가칭)제주중소기업협동조합총연합회 결성 추진
Ÿ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협동조합들과의 회동 정례화 등 협동조합연합체와의 긴밀
한 협력이 필요

Ÿ

이를 위해 협동조합간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칭)제주중소기업협동조합
총연합회 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동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원․부자재 공동구매(예: 레미콘․아스콘․콘크리트 조합 등)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공동사업 유형 다변화
Ÿ

공동구매와 공동물류시설은 물론 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기술(제품) 개발, 공제
사업, 공동작업장(시설, 창고 등) 공동운영 등 공동사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제도 도입 확대
-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만의 공동사업 제품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의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중소기업들도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전개
-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Ÿ

생산제품 디자인, 포장용기 등에 사용하는 브랜드 개발을 위해 도에서 예산지원
검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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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마케팅 및 품질관리 활동 전개
○

조합추천제도 실시
- 직접생산확인제(중소기업중앙회) 보완
- 업종에 따라 조합추천제도 부활
Ÿ

원칙에 입각․정확한 협약체결 후 조합추천제도 실시

(3) 장기과제(5~10년)
○

시장지향성 강화
- 조합의 조직체계, 사업체계, 경영방식 등 개선
-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시스템 개발․도입

○

비즈니스모델(수익모델) 개발․구축
- 공동구매 등 공동목적 사업 지원 강화,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전개, 공동
창고시설 및 공동판매망 구축, 조합추천제도 실시 등 비즈니스모델 개발․구축이 요구됨

○

새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모델 개발․구축
- 주식회사형 협동조합, 자회사형 협동조합, 비례형 협동조합, 주식참여형 협동조합의
개념과 조합원제도 도입

○

공정주의 원칙 적용
- 조합원간 획일적인 평등주의가 아닌 협동조합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차별화시키는
공정주의 원칙으로 전환 검토

○

⑤ 공동창고시설 및 공동판매망 구축
- 고유재산 임대 등 편의제공(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
Ÿ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편의 제공

자본조달방식 개선
- 조합원 출자제도 개선 방안으로 조합원 출자 확대
Ÿ

출자와 출하권을 연계하여 제품 출하량에 비례하여 출자 의무화

- 비조합원인 외부투자자 유치
Ÿ

투자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수익에 따른 우선 배당

- 외부와의 공동투자
○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
- 개선방안은 관리와 경영의 분리, 즉 사무국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Ÿ

협동조합의 경우도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주인인 조합원은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영․재정․마케팅 등 전문가가 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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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중국 온라인 미디어 분석을 통한
제주 이미지 제고방안

정
책
과
제

정지형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4반세기 동안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

특히 한반도 사드(THAAD)배치와 관련하여 017년 10월 31일 양국이 관계 복원에 합
의하면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한중관계는 유례없는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한중관계 악재 속에서 한국정부는 물론 대(对)중국 관계에 민감한 제주 역시 상
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미시적 접근으로 중국이
아닌 중국인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중국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작 중국인의 인식을 나
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드 배치 시점을 전후로 하여 중국 내 주요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제주
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제주의 대중국 전략 수립과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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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사회관계망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중국 언론보도 언
어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 중국의 SNA 소프트웨어 ‘ROST CM6’를 통해 단어를 정제할 예정이며, 단어 간 관
계망 분석은 이와 상호 연동된 ‘NetDraw’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각화 하였음
- 또한 이들 고빈도 분석(词频分析)에서 나온 데이터 값을 활용하여 SPSS 빈도분석
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주요 언론매체인 ‘중국 기관지(党报)’선정은 중국 공산당 기
관지 중 2016년도 중국 내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로 선정된 ‘인민일보(人民日报)’, ‘환
구시보(环球时报)’, ‘참고소식(参考消息)’ 그리고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4개 신문
으로 선정하였음
- 또한 일반 대중들의 제주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위해 天涯社区1)의 댓글 내용을 분
석하고자함

연구결과
○

제주 이미지 제고방안을 위한 현재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제주가 추구
해야 하는 대중국 제주 이미지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
- 첫째, 향후 제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중국인을 상호 구분할 필요가
있음
Ÿ

연구분석 결과, 제주 이미지에 대한 중국 ‘정부정책’과 중국인들의 ‘여론’ 상호 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Ÿ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는 섬 또는 지리적 위치로서의 제주도와 더불어 경제 투자처
로서의 제주도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Ÿ

반면 중국인은 제주의 관광/여행 이미지를 보다 부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와
관련된 관광/여행 정보에 관한 호기심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

- 제주와 사드배치 간 관계는 대부분 ‘제주 관광/여행’, ‘제주 경제/개발/투자’ 및 ‘한
중관계’ 혹은 ‘중국-제주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Ÿ

그리고 이들 간 상호관계는 부정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한반도
사드배치는 국가단위의 한중관계를 넘어 지역단위의 제주 이미지에도 상당히 부

1) 天涯社区는 1999년 설립된 중국내 인터넷 포럼 사이트로써 현재 글로벌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음. 현재
등록된 회원은 약 1억 2,000만 명이며, Alexa에 따르면 글로벌 순위 70위, 중국내 인터넷 포털 순위 10
위, 포럼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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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셋째, 미래 제주이미지 포지셔닝과 관련하여 한반도 사드배치와 같은 부정적 사건
(event)이 발생하더라도 서로의 우호적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혹은 덜 위협 받는
‘제주-중국’ 우호적 관계 유지가 필요
- 넷째, 앞으로 중국 또는 중국인이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제주지역의 새로운 이
미지를 개발하고, 이에 보다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Ÿ

현재 제주도정은 국인의 개별여행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및 대외홍보를 실
시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실제 중국인의 제주 개별여행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
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Ÿ

분석 결과 중국인은 전에 없이 새롭게 강화된 개인여행 프레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주 전통문화 체험’, ‘제주 맛집 탐방’ 그리고 ‘결혼 사진촬
영’ 관련 여행 프레임은 중국 내 다양한 세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이상의 분석을 매개로 하여 제주의 대중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 첫째, 중국인이 머물게 될 숙소 및 관광지 부근 중국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
Ÿ

이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들의 외부 환경 노출에 대한 두려움 중 언어소통 부분을
해소 시켜 이들의 안정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부분임

- 둘째, 중국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Ÿ

중국인은 적극적 정보탐색으로 자신들만의 여행코스를 개발하며 능동적 여행자로
변화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처를 통해 이미지 제고가 필요

- 셋째, 중국인의 제주공항을 통한 입도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어야 함
Ÿ

제주여행을 준비하는 중국 여행자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제주 무비자
정책 대외홍보가 실시되어야 하며, 제주 입도 거절사례를 중심으로 제주 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사안을 홍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전에 준비토
록 해야 할 것임

- 넷째, 한중 양국 간 위협요인 발생 이전, 제주-중국 간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Ÿ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성 교류보다는 보다 실무적 교류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종합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한중관계를 넘어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중국-제주 상호 간 관계
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

○

본 연구는 중국과 밀접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 도시로서 제주가 중국 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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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대(對)중국 전략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제주 이미지 제고 방안에서 제시하였듯이 중국과 중국인은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달리하고 있음

○

제주관련, 국가 단위의 중국은 제주를 경제투자처, 더 나아가 사업파트너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인은 단체 관광지 혹은 개별여행지로 인식하는 경향
을 보임

○

즉 중국정부는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과 제주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정책에 자
유롭지 못한 중국 여행업은 자연스레 기존 제주행 관광을 축소해 나가는 전체흐름을 받
아들이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위협요인들이 한편으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중국인의 새로운 제주여행 풍토, 즉 개별여행 형태의 다변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음
- 이는 중국단체 관광에 거부감이 있는 제주도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배치 전후의 중국 내 제주 이미지에 대한 언어자료 분석을 진행
하였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 내 제주 이미지 분석을 위한 연구범위 및 방법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 내 제주 이미지 분석을 통해 향후 제주지역 인지도 제고 방
안을 제시하고, 중국-제주 간 보다 건설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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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
책
과
제

고봉현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자조금 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우리농업을 지키면서 적극
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단 중의 하나임

○

특히 원예농산물의 자조금제도는 지난 2000년 농안법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결
국 원예부문의 자조금제도 도입으로 기존 산지유통 시스템의 개선이 촉진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지역 차원의 품목별 자조금 제도는 2017년 당근을 처음으로 시작
하였으나, 아직까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는 제주지역 원예부문의 자조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
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현황
- 자조금의 정의와 유래, 자조금제도의 성격과 본질, 자조금제도 현황 등

○

제주지역 자조금 실태분석
- 제주지역 농산물 생산현황, 수급안정대책, 자조금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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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연구방법) 기초 통계분석, 문헌조사, 현장 설문조사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함

연구결과
○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현황
- 자조금이란 ‘스스로 돕는 자금’이라는 뜻으로 농가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판매
촉진 활동에 쓰고자 하는 자금임
- 농산물 자조금은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관세와 보조금에 의한 농
업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자의 권익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
도로써 도입되었음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자조금 제도 정책은 2014년 개선대책에서 제
시한 큰 방향 하에서 농업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자조금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Ÿ

특히 자조금제도가 개별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정부와 민간의 제도적 협력을 실현해 나가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

○

제주지역 농산물 생산·정책 현황
- 2016년 제주지역 1차산업 조수입은 3조 6,4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
였으며, 이 중 농산물 1조 7,621억 원(48.4%), 수산물 9,373억 원(25.7%), 축산
물 9,449억 원(25.9%)을 기록하였음
- 농산물 조수입은 감귤이 9,114억 원(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채소류
6,768억 원(38.4%), 식량작물 840억 원(4.8%)의 순
- 월동채소류 작목전환을 위한 보리재배 확대
Ÿ

보리 재배를 유도하고 목표가격 대비 수매가격의 차액 보전을 통한 농가경영의 안
정화 도모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홍보 강화
Ÿ

타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채소류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향상 도모

- 제주형 원예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Ÿ

원예농산물 자조금 조성으로 판로확대, 소득보장 등 농가의 안정된 영농활동을 도모

- 정부차원의 채소류 가격안정제사업 추진
Ÿ

약정농가에 사전 면적조절 등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도매시장 평
년가격의 80% 수준에서 일정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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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확대 추진
Ÿ

주산지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

○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의 실태분석 - 문제점
-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부족 및 무임승차의 문제
Ÿ

현재 제주지역의 자조금 사업은 당근 한 품목에만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다,
당근 전체 생산량을 다 포함하고 있지 못해 전체 생산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
점 있음

Ÿ

현재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 사업은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황

- 자조금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 미약
Ÿ

자조금 제도의 인지도(91.9%)와 제도 도입 필요성(78.2%)에 대해서는 높게 조
사된 반면, 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7.9%로 상
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음

Ÿ

이는 제도의 인지도나 필요성에 비해 자조금 제도가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참여하
는 농가가 실제로 느끼는 효과나 만족도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
로 해석됨

-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성
Ÿ

제주지역 자조금 조성 규모는 매우 미약하여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활동 보다는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

Ÿ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 사업들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진되고 있
는 사업들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음

Ÿ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해 보임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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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의 추진방향
- 생산자의 대표성 강화 및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 조성
Ÿ

제주형 농산물 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의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Ÿ

현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가운데 한 가지가 농산물 가격
안정 또는 수급안정 정책임

Ÿ

따라서 정부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결
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Ÿ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자조금 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소비촉진·연구조사·교육사업(농가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Ÿ

자조금을 수급조절에 활용할 경우, 소규모 자금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보기 어
렵기 때문에 소비촉진·연구조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목별 자조금 단체
와 회원조합들은 의무적으로 자조금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당근의 경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Ÿ

당근은 제주도가 주산지이고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자
조금 단체를 거쳐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가 용이함

- 매년 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효과분석 실시
Ÿ

매년 자조금 사업이 끝나고 정기총회가 시작되기 전인 1월에서 2월사이 소비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Ÿ

자조금 관련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자조금의 성과, 특히 광고·홍보 해당 농산물
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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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지하수 개발･이용이 본격화 되면서 2000년에 이르러서
는 지하수 허가량이 1,403천㎥/일로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의 83%나 되어 한계에 이
르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3년 6월에 노형-신촌 등 지하수가 과다 개발된 4
개 구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하수 허가 제한 등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하고 있음

○

제주도 서부 한경에서 대정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지하수 중의 염분 농도가
증가하는 등 해수침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임

○

그리고 해발 300m 이상 고지대 지역은 지하수 주 함양지역이면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1 ~ 2㎎/L 이하인 청정지역이나, 최근 들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잠재오염원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지하수 수질 보호와 미래 용수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해 현재의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해수침투 우려지역, 지하수 주함양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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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현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노형-신촌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비롯하여, 해
수침투가 우려되는 서부 해안지역, 해발 300m 이상 고지대 지역으로 대상으로 수행하
였음

○

또한, 특별관리구역 내 지하수 관정 수, 양수능력, 이용량을 분석을 위해 도 전역의 지
하수 개발․이용 현황을 분석했음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방안 연구 방법은
- 도 전역 지하수 관정 수, 양수능력, 이용량 등 현황 분석을 ESRI ArcGIS 10.5의
Spatial Analyst를 활용해 공간분석을 수행했으며
- 지하수 수질 현황 분석은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 30,361
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ArcGIS 10.5의 Geostatistical Analyst를 활용하여 공
간적인 분포를 분석하였음
- 또한,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지하수 보전 관련 제도와 특별관리구역 관리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현 제주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결과
○

지하수 개발․이용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내의 지하수 관정 수는 2003년 최초 지정 시 2,653공이었
으나 2017년에는 2,299공으로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역별로 볼 때 노형-신촌 구역이 지정 당시 743공에서 2017년 557공으로 25%
나 감소하는 등 지정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 관정 수가 가장 많은 서귀-세화 구역의 경우에는 2003년 1,238공에서 2017년
1,114공으로 10% 정도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형-신촌 구역 보다는 성과가 미
흡함을 보여주고 있음
- 지하수 양수능력인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2,299공, 598,456㎥/일로 지하수 관
정 수는 최초 지정 당시 보다 354공(13.3%)이나 감소하였지만, 양수능력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나타났음
- 지하수 이용량 분석 결과 2017년에 특별관리구역에서의 일 최대 지하수 이용량은
277,371㎥/일로 나타나 허가량 대비 73%에 이르고 있음

○

지하수 수위 현황
- 2017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지하수위 관측정은 해수침투감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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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포함하여 총 137개소이며 이 중 특별관리구역 내에 포함된 관측정은 51개소임
- 노형-신촌 구역의 지하수위는 해수면 기준 0.9m(신촌1 관측정) ~ 43.2m(용담2 관
측정)에 형성되어 있음
- 무릉-상모 구역의 지하수는 평균 10m 이하에 형성되어 있는 등 타 구역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음
Ÿ

특히, 무릉1, 신도1, 고산1, 한장동 관측정의 경우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해수면
이하로 하강하고 있으며, 특히 비가 적게 내리는 9월에서 1월 사이의 수위가 급
강하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Ÿ

무릉-상모 구역을 포함하는 서부 해안지역은 가을철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이 많
은 지역으로 이 시기에 가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수위하
강으로 해수침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임

- 하원-법환 구역은 상위지하수 부존지역으로 강수에 의한 수위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평균 수위는 15.9 ~ 75.5m로 관측정 간 수위차가 큰 특징이 있음
- 서귀-세화 구역은 기저지하수 부존지역과 준기저지하수가 부존하는 지역으로 두 지
역간 수위변화 특성이 다른 지역임
Ÿ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토평동, 하효동, 남원읍 신례리 등 서쪽 지역은 상위지하수
및 준기저지하수 부존지역으로 지하수 수위가 최소 2.3m(하효, 표고 11.58m)에
서 최대 174.4m(토평2, 표고 217.8m)에 형성되어 있으며

Ÿ

남원읍 위미리, 태흥리, 신흥리 지역은 준기저 및 기저지하수 부존지역으로서, 지
하수 수위가 최저 0.4m(태흥1, 표고 15.05m)에서 최고 15.5m(위미2, 표고
76.7m)에 형성되어 있음

○

지하수 수질 현황
- 특별관리구역 내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노형-신촌 구역의 경우
평균 3.23㎎/L에서 최대 30.6㎎/L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서귀-세화 구역인 경우에
도 평균 4.01㎎/L에서 최대 35.2㎎/L로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무릉-상모 구역의 경우에는 평균 6.74㎎/L에서 최대 81.5㎎/L로 타 구역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원-법환 구역에서도 평균 5.04㎎/L에서 평균
30.8㎎/L로 평균 농도가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노형-신촌 구역에서는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5㎎/L이하로 검출되어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 중 가장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귀-세화 구역은 전반
적으로 질산성질소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2008년을 제외하고
1999년 이후부터 5㎎/L이하로 유지되고 있음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기간 연장
- 지하수 현황 분석 결과 지하수 관정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양수능력이 지정 당시
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특별관리 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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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하수 허가량 여전히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한 상태임
Ÿ

지하수 관정 수와 양수능역이 2014년 2,357공, 605천㎥/일에서 2017년 2,299
공, 598천㎥/일으로 지난 5년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현재까지는 지정 당시와 별다른 변동 요인이 없고 지하수 보전관리 측면에서
허가 제한 등이 필요하므로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서부 해안 해수침투 우려 지역 추가 지정
- 한경면 고산리에서 대정읍 무릉리 해안 지역은 가뭄 시 마다 지하수위가 해수면 이
하로 하강하여 해수침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
- 특히, 2011년, 2013년, 2017년에는 가뭄에 따른 농업용 지하수 과다 취수로 해수
침투가 발생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가뭄 시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해수침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하수 취수량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해발 300m 이상 고지대 지역 추가 지정
- 지하수 함양량 분석결과 해발 200m 이상 중산간 지역은 단위면적당 지하수 함양량
이 200m 이하 지역보다 21%나 더 함양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1mg/L 이하의 청정
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임
-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급증,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원이
증가하면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고, 지하수 수질을 청정하게 유지
하기 위해서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지하수 보전․관리 관련 제도 검토
-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절․상대보전구역을 비롯하여 한라산 국립공
원 확대 방안, 도시계획 조례 건축허가 기준, 지구단위계획 지정 예외 지역 등을 검
토한 결과
- 이와 같은 제도는 주로 개발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해발 300 ~ 500m 지
역을 벗어나고 있어 중산간 지역에서 지하수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지하로 침투시
키는 행위를 제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하수 허가 제한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특별관리구역 내에서는 오염물질의 지하침투를 방지할 수 있
는 행위제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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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지하수위, 수질 등을 분석한 결과 지하수 관정 수
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양수능력, 이용량 등은 큰 차이가 없으며, 아직까지도 지하수 허
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특별관리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지하수위 분석결과 지하수위가 해수면 아래로 하강하고 있으며, 가뭄 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발생 우려가 높은 고산리에서 무릉리까지 해안 지역은 특별관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가뭄 시 지하수 취수량 조정 등을 시행해야 함

○

해발 300m 이상 고지대 지역은 지하수 주 함양지역이며,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농
도도 자연상태인 1mg/L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청정 지역으로 미래 용수 수요 및 청정
지하수 수질을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
여 지하수 허가제한 등이 필요함

○

현재의 제주특별법에서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 허가 제한
외에는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음
- 300m 이상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더라고 지하수 오염물질 지하침투나,
부적정한 액비 살포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오염물질 지
하침투나, 액비살포 제한 등의 행위 제한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함

○

해수침투나 지하수 오염현상은 한번 발생되면 회복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
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함
- 현재와 같이 지하수 이용 용도에 따라 2 ~ 5년에 1회 행하는 수질검사로는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파악하더라도 이미 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
- 해수침투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오염 징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한데, 오염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관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 따라서, 특별관리구역을 비롯하여 도 전역에 실시간으로 지하수 수질을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수질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163

현
안
과
제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

현안과제

제주 해양경제시범도시 기초 연구
엄상근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도는 지리적인 해양중심지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해양문화를 보유하고 있
고, 우리나라 해역부의 24.4% 점유하는 등을 갖춘 지역임

○

그러나, 해양 관련 인프라 및 산업, 관광 등 해양 기반의 구축이 미흡하고, 타 지역과
비교해도 특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내·외 해양정책 및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를 국가정책에 의한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해양경제시범도시’로 육성하여, 전국적 확산 및 동북아 해양주도권을 확보
하기 위한 전략계획이 시급히 필요함

○

본 연구는 제주도를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대표적 ‘해양경제시범도시’로 조성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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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제도시 기초 분석 수행 : 기존 보고서 등 문헌조사 + 현장조사

○

제주 해양경제시범도시 추진 여건 : 관련 보고서 등 문헌조사

○

제주 해양경제시범도시 조성의 논리 : 기초분석과 여건에 기초 + 전문가회의

○

제주 해양경제시범도시 조성 방안 : 연구진 회의 + 전문가회의

○

전문가 참여 방안 :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운영

2018년도 연구결과

연구결과
○

해양경제도시 기초 분석
- 해양경제(Ocean Economy)의 정확한 개념은 아직 정확하게 구체화 되지 않았으
나, Ecorys(2012)는 해양 경제는 ‘해양, 해양 및 해안과 관련된 모든 부문 및 부문
별 경제 활동’ 등으로 정의함
- 세계 해양총생산 규모(Hoegh-Guldberg, O. et al. 2015, WWF Report)는 연간
해양총생산(GMP)은 미화 기준 2.5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
- 해양수산부(2017.4)의 국가 해양경제(산업) 규모와 현황
Ÿ

우리나라 해양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5년 기준 126조 9,231억 원임

Ÿ

해양산업 사업체 수는 총 1만 8,385개이며, 해운항만업이 8,446개로 45.9%, 선
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4,985개로 27.1% 차지하며, 해양환경관리업은
89개, 해양자원개발업 138개, 해양건설업이 318개로 적음

○

국내외 해양도시 관련 계획 수립 사례
- 국내 : 부산, 충남, 전북 등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해양도시 관련 별도의 계획을 수
립하기 보다는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하며, 다만 부산시는 별도의 특별법을 통한 해
양산업클러스터 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
- 국외 : 중국 해양경제특구(산동반도 블루경제구, 저장성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광둥
해양경제종합시험구, 푸졘 해협 블루경제시험구, 톈진 해양경제과학발전시범구), 일
본 나카사키현 해양환경산업 거점 특구는 이러한 <종합특구>중 나가사키 일원을 해
양환경산업의 거점 특구로서 지정

○

제주 해양경제도시의 당위성
- 이론적 : 제주도는 해양경제 분야가 다양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연계형 클러스터
이론을 적용하여 해양경제 산업 간 클러스터 형태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리적 :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은 동북아 주요도시 간의 크루즈 운항의 최적지역으
로 평가되고 있으며 해양산업, 해양문화 등의 교류가 가능한 항만인프라 구축 및 확
충될 예정에 있음
- 그린인프라 : 제주도는 한라산~오름 및 곶자왈~해양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해양도
시로 발전의 특성화가 가능한 지역
- 해양잠재력 : 제주도는 4면이 해양으로 우리나라 해양 관할구역의 24.4%에 이르는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
- 해양관광 : 세계적으로 관광시장의 성장, 국내 관광활동인구의 증가, 특히 해양관광
활동의 증가는 해양도시 가능성을 높여 줌
- 해양문화 : 제주는 해양사, 해양생활, 해양생태 분야의 제주만의 해양문화를 보유하
고 있으며, 특히 여성해양문화(해녀)가 UNESCO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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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해양도시의 구현 가능성이 높음
- 경제효과 : 제주의 경제구조는 1차와 3차 산업에 편중된 불균형 구조를 가진 지역으
로 성장잠재력과 타 지역보다 우수한 해양여건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화 가능
○

제주 해양경제도시 기본구상
- 제주 해양경제도시 개념 : 제주의 해양공간 및 항만을 중심으로 1차 산업(수산업
등), 2차 산업(제조업 등), 3차 산업(관광업 등)이 복합적으로 클러스터화 되어 있고,
클러스터 효과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도시
- 중점사업 도출방안 : ➊해양경제 유망분야 산업 + ➋국내 외 추진사례 분석 + ➌해
양경제도시 당위성 + ➍제주 해양특화 분야 도출
➊ 해양경제 유망 분야
산업(OECD)

▪해양 양식
▪심층수 오일·가스
▪해상풍력 에너지
▪해양 재생가능 에너지
▪해저자원개발
▪해상안전·관리감독
▪해양생물공학
▪첨단해양생산·서비스

▫기본 방향 설정
➀ 해양관광
-미래가치 부합성
- 크루즈, 마리나, 해양관광
-장소 연계성
➁ 생태·치유
-제주 해양특성
- 해양생태 보전, 해양치유
➜
➂ 해양산업
 ▫해양데이터 적용
- 해양생물, 항노화, 용암해수
➃ 해양문화
- 해녀문화, 섬 문화





➋ 국내외 추진 사례 분석

➌ 해양경제도시 필요성

▪해양 특화 분야 집중
▪공간적 클러스터 전략
▪실행력 담보 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
▪해양융복합화, 친환경화,
혁신체계 구축과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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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이론적
지리적
그린인프라
해양잠재력
해양관광
해양문화
경제효과

▫전문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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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비전과 목표
- 비전 : 스마트 청정 제주 해양경제도시
- 목표 : 미래형 해양 선도 산업 육성

○

추진전략
- 4개 추진전략, 13개 중점사업 추진
비전

스마트 청정 제주 해양경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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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해양 선도 산업 육성
➔
➔
➔

1차 : 전통 농수산업 한계
2차 : 신성장동력 산업 절실
3차 : 단순 관광위주의 위기

목표

추진 전략

클러스터

➔ 농수산업의 고도화
해양경제
➔ 신산업, 기업 집적화
활성화
➔ 관광산업 고품격화

중점 사업안
▪동북아 거점형 마리나항 조성
➜ ▪해양레저·스포츠지원센터 조성
▪남북 평화크루즈 운영

해양관광·레저
특성화

✚

서귀포항,
크루즈항
연계

해양 생태
보전·치유화

✚

제주항, 성산항
연계

▪용암해수 활용 아토피 치유센터 설립
➜ ▪해중 생태경관공원 조성
▪해양보호구역 연계 생태공원 조성

해양자원의
미래 산업화

✚

제주항, 성산항
연계

▪용암해수 활용 규조류 소재 산업화
▪항노화 해양자원 연구센터 건립
➜
▪해양바이오 리서치파크 조성
▪용암해수 농축수 염분차 발전시설 설치 사업

제주
해양문화의
보전·복구화

✚

제주항, 성산항
연계

▪ 해녀의 전당 및 해녀문화마을 조성
➜ ▪ 해양문화콘텐츠 창작공간 지원 사업
▪ 섬 문화 반영 소규모 어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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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
- 4대 전략별 중점 사업 추진 ➔ 13개 중점사업 추진
Ÿ

해양관광·레저 특성화 ➔ 3개 중점사업 추진

Ÿ

해양생태 보전·치유화 ➔ 3개 중점사업 추진

Ÿ

해양자원의 미래 산업화 ➔ 4개 중점사업 추진

Ÿ

제주 해양문화의 보전·복구화 ➔ 3개 중점사업 추진

- 실행기간 : 2018~2022(5개년) 추진 ➔ 중장기적 확대
Ÿ

2018-2019년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Ÿ

2019년 : 시범사업 추진, 해양경제도시 추진단 운영

Ÿ

2020-2022년 : 국가 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

<제주 해양경제도시 중점사업 추진 로드맵>
추진 전략

중점 사업안
▪동북아 거점형 마리나항 조성

해양관광·
레저 특성화

▪해양레저·스포츠지원센터 조성
▪남북 평화크루즈 운영
▪용암해수 활용 아토피 치유센터 설립

해양 생태
보전·치유화

▪해중 생태경관공원 조성
▪해양보호구역 연계 생태공원 조성
▪용암해수 활용 규조류 소재 산업화

해양자원의
미래 산업화

▪항노화 해양자원 연구센터 건립
▪해양바이오 리서치파크 조성
▪용암해수 농축수 염분차 발전시설 설치 사업

제주
해양문화의
보전·복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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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의 전당 및 해녀문화마을 조성
▪해양문화콘텐츠 창작공간 지원 사업
▪섬 문화 반영 소규모 어항 조성

추진시기
‘18~’19

‘20~’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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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과제

성산포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방안
손상훈 책임연구원

현
안
과
제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산포항 진입도로에 극심한 차
량 정체가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해 성산포항 주변 거주자, 성산포항을 이용하는 어민과 항만 근로자가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성산포항 진입도로에 위치한 상가 인근에 우도관광객의 장기 주차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성산포항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
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성산포항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대안별로
검토를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7년. 우도 차량진입제한 시행, 성산포항 내 주차건물 완공 이후를 대
상으로 함

○

공간적 범위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포항입구회전교차로 및 연계 도로

○

내용적 범위
- 일반 및 주변지역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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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검토
- 성산포항 주변 교통체증 진단
- 교통체증 개선방안 도출

연구결과
○

성산포항 주변 교통체증은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부와 성산포항입구회전교차로를 중심으
로 발생하고 있음

○

교통체증은 오전과 오후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오전에는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부로부터 성산포항입구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정체가
발생함
- 차량대기가 늘어날 경우 성산포항입구회전교차로 서측, 남측까지 정체가 나타남. 대
기길이는 최대 132m에 이르고 있음
- 오후에는 성산포항입구회전교차로로부터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부 방면으로 차량대기
가 발생함
- 이에 따른 대기길이는 최대 90m에 이르고 있음

○

차량정체의 원인은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가능 용량에 비해 성산포항 진입 차량수요가
많거나, 성산포항입구회전교차로의 처리용량에 비해 통과차량의 수요가 많기 때문임
-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가능 용량은 시간당 529대/시이나, 성산포항 주차장이 만차
상태에 근접하게 되면 처리용량은 더욱 감소하게 됨
- 성산포항입구회전교차로의 용량은 시간대별 방향별로 473~1,070대/시로 분석되었음
- 10~14시까지 4시간 동안 1일 교통량의 55.5~59.0%가 성산포항 주차장으로 진입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승용차로 성산포항 주차장에 접근하는 우도 방문객의 비중이 86.3%로 압도적인 것
으로 나타났음

○

성산포항 진입 교통량의 집중은 성산포항 주변의 교통체증 유발로 이어지고, 높은 승용
차 이용비율은 필연적으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성산포항 주변 교통체증 발생 빈도는 연간 60~90일 정도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개선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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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성산포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교통인프라 공급 및 운영 효율성 증진, 교통수요
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교통인프라 공급 방안, 교통운영 효율성 증진 방안, 교통수요 분산 방안,
교통수단 전환 방안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교통인프라 공급 방안
- 성산포항 진입 우회도로 개설, 성산포항 배후 진입도로 정비, 성산포항입구회전교차
로 구조 개선, 성산포항 주차장 추가 건설을 제시함
- 성산포항으로 접근하는 도로는 성산등용로가 유일하며, 성산포항 주차장의 진입구가
1-2개소로 운영되고 있어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함

○

교통운영 효율성 증진 방안
- 성산포항 주차장 진출입동선 개선, 성산포항 평면주차장 개선, 성산등용로 불법주차
단속을 제시하였음

○

성산포항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교통수요 분산 방안
- 주차정보 안내 제공, 주차장 사전예약제 운영, 주차요금 차등 부과를 제시하였고, 이
를 통해 단시간에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주차수요를 조절하는 방향은 대규모 주차장 추가 건설에 따른 과공급을 방지하기 위
해 필요함. 성산일출봉 등 성산읍에 위치한 다른 관광지와 연계된 주차계획을 수립
하여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수단 전환 방안
- 대중교통 승차장 등 시설 개선, 성산포항 내 보행환경 개선, 성산포항 내 렌터카 대
여소 설치ㆍ운영을 제안하였고,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이나 다른 수단으로 전환하
는 전략을 통해 승용차 교통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승용차 중심의 성산포항 접근은 성산포항의 대중교통 시설, 보행 시설 이용에 불편
이 따르고, 교통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교통수단 전환은 저비용 고효율 교통정책이며, 특히 2017년 8월 시행된 대중교통체
계 개편과 연계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 성산포항의 접근이 용이해진 점을 적극 활
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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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과제

과세행정선진화를 위한
드론활용방안 연구
김현철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는 공평과세와 세수확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
임. 그러나 이를 조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제주도청과 행정시청의
세정과 인력으로는 상시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현재 제주도청 세정과에서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최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항공사진의 해상도가 낮고, 2년에 한번 제공되는 사
진들이어서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Ÿ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과세행정 선진화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선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한 과세자료 조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
요함

연구범위 및 방법
○

관련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드론 활용 세정업무 선진화 방안에 관한 문헌 연구 실
시
- 노형동 지역에 대해 드론 촬영으로 공간자료 구축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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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고정확도의 정사영상(Orthophoto)을 제작하고 GIS를 활용하여 과세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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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과세행정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기술을
이용하여 정밀과세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음
- 본 연구는 제주시 노형동 일대를 지정하여 드론 촬영을 통해 고밀도 정사영상을 구
득하였으며 해당 영상을 기반으로 탈세 및 과세대상 특성의 부정확성 등을 파악하고
자 하였음
Ÿ

분석결과, 분석대상지역에서 다수의 무허가건축물들이 발견됨. 이러한 무허가 건
축물은 양성화되어 과세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함

Ÿ

또한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다수의 사례들이 발견됨. 이는 공시가
격 결정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세대장 데이터의 정밀성 문제와
직결됨.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임야에 건축물을 두거나 혹은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한 행위이며,
지목이 전과 과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면 그 또한 적법하지
않은 행위임
-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을 투입하려고 하여도 공무
원들은 기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력투입이 거의 불가능함 인력투입을 강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기존의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임
Ÿ

드론을 활용한 과세행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세정공무원들의 현장 실사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임. 그러나 드론기술을 활용한다고 해서 현장실사 업
무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Ÿ

드론 촬영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현재 건축 중이어서 완공이 안 된 상
태에서는 실제 이용현황이 대지라 할지라도 지목이 과수원으로 남아있기 마련임.
따라서 결국은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드론기술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인력투입은 필요함. 그와 같은 인력은 세무관련 전문지
식을 갖춘 기존의 세정공무원이 아니라 세정공무원과 협업하되 현장실사를 전담할 인력
이어야 함. 이러한 인력을 미국에서는 건물조사원(Inspector)이라고 함
- 최근 중앙정부는 공공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 건물조사원(Inspector)
을 공공의 직군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Ÿ

현장을 방문하는 건물조사원은 과수원에 건축 중인 납세자에게 준공 후 지목변경
신청에 대해서 인지시키고 건축허가대로 실제 준공중인지도 검사할 것임

Ÿ

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을 위한 비닐하우스인지 혹은 비닐
하우스 내부에 무허가주택이 있지는 않은지를 조사할 것임.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
구하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의 여부를 대조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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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과세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하면서 건물조사원(Inspector)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들의 조사 또한 병행할 것임 심각한 주거위기에 직면한 가구들
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임

Ÿ

납세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건물조사원(Inspector)은 과세행정의 다양한 내용들을
홍보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을 위한 여러 지원서비스도 함께 홍보할 수 있
을 것임. 대 도민 접촉도를 높이는 이러한 직군은 과세행정의 선진화와 더불어 과
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임

○

본 연구는 기존의 항공사진의 단점인 고가의 촬영 장비를 이용한 장시간의 촬영시스템
에 대신 초소형 무인장치인 드론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음
- 3cm 이내의 해상도를 가진 정밀정사사진을 취득하고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
원이 필요한 날짜에 촬영함으로써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연구를 진행하였음

종합 및 정책제언
○

과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정사사진과 지적도면의 비교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 3가
지 제언을 하고자함

○

첫째로는 토지의 지속적인 행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임
- 도심지를 제외한 농경지에서는 토지행정기관인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예시에
서 보인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음
Ÿ

하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철저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
하여 토지의 변형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으로 도청 단위에서 토지불법기동대
(가칭)를 편성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계속 주시하여야 할 것임 물론
드론을 활용한다면 인력부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봄

○

두 번째로는 제주도 통계자료의 미흡을 들 수 있음
-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각종 GIS 통계자료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육지부에 비해 많
이 부족함을 가짐.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 또한 조사시기가 너무 오래되어
양질의 분석데이터를 취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Ÿ

각 지자체마다 GIS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과연 데이터 품질이 어느 정도
이며 구축시기가 언제인지 또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등의 니즈 분석이 필요
함으로 전문적으로 이를 다룰 수 있는 센터가 구비되어야 할 것임

Ÿ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양질의 최신 데이터가 분석에 반드시 필요하며
전담기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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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제언은 드론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관광지로 알려진 제주도에서 VR등의 관광자원 개발이나 한라산의 희귀생태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모니터링, 문화재관리, 소나
무 재선충의 관리 등 제주지역의 많은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으리라 봄
Ÿ

드론촬영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
공함으로써 4차 산업 혁명의 선두주자 제주가 되리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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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과제

제주 블록체인 특구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고태호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08년 비트코인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정부의 규제방침에 따라 시장 활성화가 제
약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8월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국
내·외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및 암호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1)) 허
용 등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함
Ÿ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근거 확보가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성 상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서비스가 일부 규제와 충돌할 때 소규모 프로젝트를 단기적으로 시험하는 제
도) 형태로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고자 계획 중임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안)에 의
거하여 향후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시 지역 내에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유형화하
고 이의 규모를 분석하고자 함
Ÿ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조성 계획은 조성 방향 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여 경제적 효과의 유형화 및 분석 시나리오
설정, 경제적 효과 추정 등을 실시함

1) ICO는 기업이 기술과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암호화폐를 받아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기
존의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를 비유해서 만든 말로 암호화폐 업계의 IPO라고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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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ICO 시장동향 및 국외 ICO 정책 사례 분석
- 국내·외 기업의 ICO 추진 현황 및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과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등 기존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 중인 국가의 사례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제주
블록체인 특구 추진 시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함

○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향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
대로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유형화함
Ÿ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조성 방향에 근거하여 유치 또는 육성 대상 산업군을 설정
하고, 각 산업별로 제주지역 내 육성 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

-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ulti Regional Input-Output)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Ÿ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은 산업제품에 대한 외부 수요와 산업간·지역간 연관성을 고
려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는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짐

연구결과
○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정의
-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특구 조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
으나 이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조성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향에 의거, ICO 허용
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유형화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정의
구분

정의

비고

암호화폐 거래소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

기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주도로
분석 가능
이전함으로써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암호화페 발행 기업
이전 효과

ICO 허용에 따라 ICO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제주도
추정 불가
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ICO 허용에 따른
유관산업 성장 효과

특정 기업의 ICO를 위해 투입되는 법률, 회계, 전자지
갑, 컨설팅, 리서치, 마케팅 등 서비스 관련 산업의 성 분석 가능
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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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비고

지역 내 블록체인
산업기반 성장 효과

지역 내 블록체인 관련 산업(IT 기업 등)의 성장에 따른
추정 불가
경제적 효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타 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업자금 모집 및 마케팅 비용 절
추정 불가
감, 서비스 유통비용 절감 등 생산성 증대 효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시나리오
Ÿ

암호화폐 거래소 이전 규모 : 기 국내 운영 중 거래소 전체 제주 이전 가정

Ÿ

법률 및 회계 등 유관 서비스 지출 비용 : 총 ICO 규모의 10~25%

Ÿ

제주에서의 연간 ICO 규모 : 연간 약 6,000억원

-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Ÿ

생산 유발 효과 연간 177,707~281,674백만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연간
104,342 ~172,952백만원, 고용 유발 효과 연간 3,893~7,154명

<표 3>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종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연간 58,602백만원

연간 1,720명

연간 69,311백만원

연간 45,740백만원

연간 2,173명

25% 시 연간 173,278백만원

연간 114,350백만원

연간 5,434명

연간
104,342~172,952
백만원

연간
3,893~7,154명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에
연간 108,396백만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
ICO 허용에
따른
유관산업
성장 효과 
합계

10% 시

연간
177,707~281,674
백만원

주: ICO 허용에 따른 유관산업 성장효과는 분석 시나리오에 의거 ICO 추진 시 유관서비스 비용 투입 비율
(10~25%)에 따라 구간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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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제주 도민문화시장 육성방안 연구
고철수 책임연구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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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3월 도민문화시장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
성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 개설 기회
를 확대하고, 도민문화시장별 차별성과 이를 위한 도민의 참여도 증대 및 홍보 등의 지
원이 필요함

○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함에 있어 운영방안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도민문화시장의 운영 목적인 사회적 경제 가치를 증진시키고, 공유가치의 확산을 통해
지역문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도모해야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도민문화시장의 실태 및 운영상황 파악

○

국내외의 프리마켓 사례를 통해 성공요인 분석

○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및 추진방안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
민문화시장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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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도민문화시장 지
원 방안

연구결과
○

기본방향
- 도민문화시장은 참여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진정성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가치를 증대시키는 다양한 사업으로 범위 확장
이 가능함
- 도내의 많은 산업들이 관광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민문화시장은 우선
적으로 도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함
- 도민문화시장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과 달리 운영형식이 자유롭고, 수익창출 목적
보다 정보와 재능을 공유하고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는 특성이 있음

○

도민문화시장의 활성화 방안
-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직접 제작해서 생산하는 상
품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는 소량 제작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눈에 띄는
상품은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가 생겨나고 있음
- 특히 인지도가 있는 프리마켓에서 개별 상품에 대한 브랜드가 육성되고 있어, 도민
문화시장의 인지도와 선호도 충족시 지역이미지를 입힌 상품 브랜드의 개발 및 육성
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재능이 있고 우수한 상품을 제작하는 판매자의 경우 창업 및 지역의 커뮤니
티비즈니스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도민문화시장은 창업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창업 성공률이 낮고, 경험 및 자신감 부
족으로 시도하지 못하는 판매자들이 창업을 위한 훈련기반이 될 수 있음
- 창업을 원하는 판매자를 확인하여 예비창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판매자가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역내 특화된
브랜드로서 다양한 창의적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와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
을 것임
- 우수한 상품을 프리마켓이 개최되는 마을과 연계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와 협업하거
나, 협동조합을 구성함으로써 프리마켓의 가치와 사업범위 확장을 통한 지역기여도
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골목상권이나 쇠퇴해가는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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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감과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그림> 도민문화시장의 활성화

현
안
과
제

- 방문객도 필요한 제품의 구매를 위해 방문하기보다 여가의 활용, 즐거움, 생활의 재
충전을 위해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온라인 마켓이나 오프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편의점등의 유통업태와는 판매 및 구매 욕구에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도민문화시장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상권 및 유통형태와의 경쟁관계로 간
주하기보다 보완 및 협업관계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험적 가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도민문화시장이 추구하는 공유가치의 창출이 가능
할 것이며, 다른 유통업태와의 차이 역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함
- 도민문화시장의 소구점을 구축하기 위해 경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유 가치에 대한 실현 수준을 인식하게
될 것임
- 특히 관광지로서의 이점이 있어 다양한 도민문화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홍보의 확산
을 통한 관심도와 집객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도민문화시장의 컨셉이 주로 친환경, 지역문화 등 제주가 주고자 하는 가치와 비슷
한 경우가 많아 도민문화시장을 통해 제주의 가치와 이미지를 실현함으로써 이를 명
확하게 구축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종합 및 정책제언
○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해 운영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설적 측면에서 효율적 운영
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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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적 측면에서는 도민문화시장의 브랜드 자산을 확보하여 사회적 공유 가치를 확
대시키고,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영
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글로벌 프리마켓 박람회의 개최가
필요함
- 이를 통해 관광산업과의 연계성도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는 합리적 제도 마련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공·조리식
품 판매와 식품위생법 적용에 대한 기준 마련
- 시설적 측면에서는 편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사전 예방
- 도민문화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문화시장의 현황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요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는 전략을 통해 가능함
- 도민문화시장은 개최 유형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을 중
심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수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시장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 도민문화시장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행정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도민문화시장의 지원 통로를 구축함으로써 육성과 발전을
통해 도민문화시장이 지속적 공유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금 지원은 다양한 운영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함
- 연계 가능한 영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비 창업자를 창업화 사업으로 연결시
키고, 시장과 상품의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도민문화시장의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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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과제

제주혁신성장센터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
한승철 책임연구원
현
안
과
제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차원의 혁신성장센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판교2밸리 활성화 방안
(2017.12.)’을 통해 판교를 창업․혁신 선도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됨

○

관계부처 합동 경제장관회의(2018. 1. 30.)에서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의 창업․중소기
업 지원 모델’을 지방 산업단지에도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청년일자리 선도
프로젝트’에 혁신성장센터 조성사업을 포함시킴

○

국토교통부는 시행기관 회의(2018.1.17.)에서 혁신성장센터 조성 입지 및 건설계획 공유
- 국토부 주관 지자체 및 시행기관 회의(2018. 1. 30.)에서는 혁신성장센터 건립 공
간조성(시행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지자체) 관련 협력사항 전달

○

따라서, 제주 혁신성장센터 조성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센터 조성 필요성, 혁신성장센터
설계공간 구상, 지원 및 운영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담
당하는 제주형 혁신성장센터 구상 및 센터 공간구성계획 수립 및 지원프로그램 발굴,
그리고 성공적인 혁신성장센터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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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 인식 조사 분석
- 혁신성장센터 유사사례 조사
- 센터 지원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공간시설 배치 방향 수립

○

연구 방법
- 사례 조사
- 지원프로그램 수요 설문조사

연구결과
○

혁신성장센터란 아직 통일된 정의가 내려진 바는 없지만,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로서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 공간
으로 정의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영국 테크시티(Tech-City), 독일 하이델베르그 토마스 Prexl, 베를린 베
타하우스,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F, 중국 중관촌, 싱가포르 One-North지구 등 혁신․창
업거점 조성이라는 유사한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의 혁신성장센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판교2밸리 활성
화 방안(2017.12.)’을 통해 판교를 창업․혁신 선도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이 마련된데 이어, ‘판교 제2테크노벨리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모델’을 지방 산업단지에
도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현재 대구율하 도시첨단산단, 광주남구 도시첨단산단,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단, 순천 도시첨단산단, 제주첨단과학 기술산업단지 중 3곳에 조성 중
에 있음

○

제주혁신성장센터의 경우, IT, BT 관련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는 제
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 최남측 (제주시 첨단로 330번지) 지상 5
층, 지하 1층의 세미양 빌딩에 1단계

○

센터가 조성될 예정임

제주혁신성장센터가 조성될 경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을 추가 설립하는 의미 뿐만 아
니라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에 위치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혁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획
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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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프로젝트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첨단과학기술산업
단지를 혁신하고, 청년들의 창업 공간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
인 프로젝트 참여 및 운영이 필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는 제주혁신성장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
발센터(JDC)와 행․재정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간의 역할 분담 및 센터
운영 중장기 플랜 마련이 필요함

○

제주혁신성장센터 중장기 플랜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모델을
창출하여 산업단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센터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므로, 비전과
목표, 운영전략을 심도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센터 운영 주관기관인 JDC의 첨단과학산업단지 관리운영부서와는 별도로 센터
운영 정규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혁신성장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청년들의 창업공간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주
혁신성장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일시적인 운영이 아니라 제주첨단과학단지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
성장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수립 필요
-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글로벌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 실현

○

운영주체 역량 강화
- 제주혁신성장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첨단과학산업단지 관리운영부서와는 별도로 센터운영 정규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맞
는 전문 인력 확보 필요
- 미국 실리콘벨리 등 유명한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거점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제주형 혁신성장센터에 접목하여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와 JDC 역할 분담
- 제주혁신성장센터는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프로젝트라는 의미
부여 이외에 제주경제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뤄내는 매우 공익적인 사업인 점을 감안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함
-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주혁신성장센터 기본계획상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일
관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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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
Ÿ

JDC 역할은 시설 지원 및 입주기업 선정 협업 및 엑셀러레이팅 펀드 지원 등

Ÿ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형 산업 발굴 지원 및 스타트업 관련 법률 제도 보
완, 센터사업 홍보 등

- 입지 여건상 판교밸리보다 불리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JDC는 제주공항면세점 수
입금 중 일부를 센터 운영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제주형 혁신성장센터 운영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멘토-멘티 교류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IT, BT, ET 등 132개사가 입주해 있는 제주산업의 핵심
거점임
- 입주 기업 중에는 ㈜카카오, 바이오스펙트럼(주), 스킨큐어(주) 등 국내 유수의 기업
들이 첨단단지 내 핵심 앵커기업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 선행기업들과 혁신
성장센터에 새로 둥지를 틀게 되는 스타트업체간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프
로그램 개발 필요
- 단지 내 핵심 앵커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멘토-멘티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및 추진
Ÿ

입주기업 컨텐츠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 컨설팅․멘토링 및 기술 협력투자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토록 교류 프로그램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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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과제

쇠소깍 명승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이중화 책임연구원
현
안
과
제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에 위치한 쇠소깍은 국가지정 명승 제78호로, 천연 자연환경
의 가치가 보존되어 있는 제주지역 대표 명승지임
- 쇠소깍의 아름다운 환경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상 레저 체험은 많은 제주방문
관광객의 수요를 이끌었으며, 이는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침
Ÿ

쇠소깍 수상 레저 사업의 이용객 규모는 2015년 27만 2,231명에 달하며, 2016
년 1월-8월 기간 18만 161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쇠소깍의 수상 레저 사업으로 환경‧경관 저해, 하효마을회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
등 원인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6년
9월 사업이 중단됨
- 본 연구는 쇠소깍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사람이 찾고 체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함이 목적임

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쇠소깍 지역
- 국내 기타 지역
Ÿ

문화재 혹은 천연기념물 지정, 마을회와 개인사업자 두 사업체가 있는 지역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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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현황 및 수상레저사업 인허가 관련 법규 검토
- 수상레저사업 유사 사례 분석
Ÿ

사례 검토: 공주 고마나루, 영월 청령포

Ÿ

현장 조사: 부여 구드래 일원, 충주 중앙탑 주변

- 수상레저사업 계획 수립

연구결과
○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
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대상을 말함
- 관련법규로는 절대보전지역(제355조), 상대보존지역(제356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제357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제358조), 문화재보호법 등을 들 수 있음
Ÿ

관련 자치법규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
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들 수 있음

○

쇠소깍은 깊은 수심과 용암으로 이루어진 기암괴석, 효돈천의 하식작용으로 용암류(熔
岩流)에 발달한 하식지형, 하구의 해안에 발달한 해식지형과 울창한 소나무 숲 등이 조
화를 이루고 있음
- 쇠소깍 소재지는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로 128 일원(하효동)이며, 올레길 5코스의 종
료지점과 6코스의 시작지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함
- 2015년 쇠소깍 수상레저 이용객 규모는 27만 2,231명, 2016년 1월부터 8월 기간
18만 161명으로 나타남
Ÿ

하효마을회 기준 2015년 15만 8,147명, 2016년 1-8월 기간 10만 5,889명에
달함

Ÿ

개인사업자 기준 2015년 11만 4,084명, 2016년 1-8월 기간 7만 7,272명에
달함

- 하효마을회와 민간사업자는 마을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9년부터
실시된 해경 검사결과 역시 모두 통과함
○

많은 방문객이 쇠소깍을 방문함에 따라 지역주민 주도형 수상 레저 사업의 진행, 사회
환원 등이 추진되었으며, 또한 쇠소깍 일대의 마을, 음식점, 상점 등은 경제적인 효과를
보았음
- 그러나 체계적인 이행사항 혹은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상 레저 사업의 지속
적인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쇠소깍을 찾는 방문객의 규모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 및 상권의 침체로 다수 마을 주민들은 민원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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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상 레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관 저해 등의 다양한 문제들 역시 발생함
○

쇠소깍 주변 주요조망 현황을 주요지점으로 살펴본 결과 쇠소깍이나 하효항 방면을 찾
는 사람들은 효돈천을 기준으로 서쪽 도로를 주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측은 이
용객들의 이동이 많지 않음
- 쇠소깍 명승의 경우는 모든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설치 및 행위
제한을 받는 곳임
- 쇠소깍 일대의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
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전거길 역시 조성되어 있음
- 쇠소깍 일대 관광환경을 살펴보면, 감귤박물관, 월라봉, 서귀포 축구공원, 효돈청 등
을 들 수 있음

○

SWOT 분석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이하와 같음

○

(S-O 전략)쇠소깍 수상 레저를 홍보하기 위하여 쇠소깍의 강점과 특성을 극대화 하여
야 함
- 쇠소깍 수상 레저의 강점인 천연 자연환경의 보호관리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특색
있는 제주어를 통한 제주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해야 함
- 수상 레저 산업의 동선 배치를 주변 상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함
- 수상 레저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친절 및 서비스 의식을 교육을 진행하여 수상 레저
이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발적 SNS 홍보 및 재방문율을 높여야 함

○

(S-T 전략)기존 수상 레저 이용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정 이용객 규모를 산출하여 자
연환경 보호 및 관리에 안정성을 제공해야 함
- 지역주민 및 고령인구의 채용 및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 쇠소깍 관계자들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점검이 필요함
- 주민협의체는 불법노점상으로 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당국과
협조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환경을 조성해야 함

○

(W-O 전략)야외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기상청 일기예보를 통한 안전한 레저 환
경을 구축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 수상 레저 기구의 디자인을 쇠소깍 자연환경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 예매 후 대기시간 중 이용객에게 환경보호와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
- 행정당국과 협조를 통하여 쇠소깍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함
- 친환경적 수상 레저 디자인을 강구하여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공 가능함

○

(W-T 전략)정기적인 주민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함
- 행정부문은 쇠소깍 환경보호 및 안전 등과 관련된 일련의 부문을 관리 감독하여, 문
제 발생 예상시 개입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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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세부과제로 도출된 사업으로는 이하와 같음
- 행정부문 관리․감독 체계 구축
Ÿ

서귀포시청 행정부문은 쇠소깍 수상레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및
통제 등의 권한을 갖고 민간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하여 경고, 운영 정지
등 통지를 할 수 있음

Ÿ

전반적인 문화재구역내의 운영주체에 대한 사업시행 전에 전문가들의 경관 심의
와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현장파악 역시 필요함

- 매표소 구상
Ÿ

매표소의 크기와 재질, 안내판의 정비를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고함

Ÿ

쇠소깍 내 체험기구들을 한곳에서 매표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계획임

Ÿ

통합매표소는 체험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Ÿ

쇠소깍 체험은 당일 아침 선착순 매표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매표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승선대기소 구상
Ÿ

승선대기소 위치는 정자를 변경하여 경관 저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음

Ÿ

승선대기소는 승선을 기다리는 공간이면서 쇠소깍 체험 전에 안전교육과 체험거
리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함

Ÿ

승선대기소는 임시공간이 아닌 쇠소깍로에 인접한 기존 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파
고라(A)와 목재데크(B)를 활용함

- 승선장 구상
Ÿ

폭우나 태풍, 강풍 시 대비하여 설치 및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승선장을
확보하도록 함

Ÿ

쇠소깍 체험객 뿐만 아니라 올레꾼 및 멀리서 바라보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
들에게도 친환경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승선장을 고려함

- 주차장 구상
Ÿ

실제 쇠소깍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수상 레저 이용객이 아닌 다수의 기타 방문객
역시 있으므로 방문객이 많을 경우 하효항에 위치한 주차장(D)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할 것임

- 화장실 구상
Ÿ

화장실 신규 설치 시에는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시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
치하도록 함

- 체험 수단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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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쇠소깍 수상 레저 체험객 뿐만 아니라 관람자 역시 쇠소깍의 자연미를 느낄 수 있
는 디자인으로 레저기구를 변경함

Ÿ

투명카약 역시 쇠소깍의 자연환경에 부합하도록 목재를 사용하여 투명카약의 외
면에 부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탐방동선 구상
Ÿ

쇠소깍 체험을 위한 탐방동선은 체험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명승에
걸맞게 조용하면서 한적한 체험 환경 유지를 원칙으로 함

Ÿ

무리하게 많은 체험객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여유롭고 안전한 체험을 최우선으로
운행함

Ÿ

체험객들이 쇠소깍을 체험하는 최소의 수단으로 전통테우 등을 운행하며 탐방동
선 및 소요시간 등 기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

- 쇠소깍 스토리텔링 및 주변지역 해설
Ÿ

전통테우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소개를 하되, 승선대기소에서 대기중에 체
험객들이 쇠소깍 내에서 체험하고 볼 수 있을 것들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점진적으
로 갖추도록 함

Ÿ

전통테우 외 체험은 스마트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 위치기반형 어플 등을 개발하고 실시간 쇠소깍의 이야기를 제공하도
록 함

- 환경 보호 강화
Ÿ

쇠소깍 수상 레저 사업의 추진에 따라 주민들을 고용하고, 이러한 인력은 환경 관
리 및 감독체제를 위하여 주차관리, 환경정화, 화장실 청소, 그리고 노점상, 쓰레
기 무단투기에 대한 환경관리 추진이 필요함

Ÿ

문화재 보호기금 육성 및 추진은 하효마을회, 사업자, 상가번영회는 서귀포시청의
관할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기금 조성 및 진행해야 함

- 안전 수준 제고
Ÿ

쇠소깍 수상 레저 기구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꼭 판단하
고, 일기예보의 결과가 실제 날씨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 풍속 등의 요인
을 체감할 경우 운행을 중단해야 함

Ÿ

향후 쇠소깍 수상 레저 사업이 재개된다면, 하효마을회와 민간사업자는 공동 사업
을 진행하게 되며, 법률적으로 지정된 “안전보트 2대, 안전요원 2인” 이외에도 자
체적으로 안전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해야 할 것임

Ÿ

대기시간 중 쇠소깍의 환경보호 필요성과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많은 방문
객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함

- 지역 연계성 향상
Ÿ

외식업 및 숙박업협회, 택시협회, 버스협회, 부녀회 등 다양한 영역에 사람들에게
관광친절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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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쇠소깍 수상 레저 사업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기존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회 환
원 및 기부금 용도로 사용하고자 함

Ÿ

쇠소깍 수상 레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주민‧고령인구와 연결시켜 채용
및 역할을 분담하여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Ÿ

매년 분기별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쇠소깍 마을발전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
으로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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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과제

제주지역 마을공동목장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안경아 책임연구원
현
안
과
제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도 중산간 지대(해발 200~600m)에 분포한 자연초지는 고려시대부터 우마 방목에
이용되어왔음(김동전과 강만익, 2015)

○

1930년대 일제 당국에 의해 초지대를 목장으로 관리 및 이용하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이
결성되었고, 해방이후에도 남아 있는 목장지에선 우마방목이 이루어졌음

○

최근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마을공동목장 매각이 꾸준히 발생하자,
많은 연구자들은 마을공동목장 매각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해체와 자연 및 경관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윤순진, 2006, 김동전과 강만익, 2015, 현승훈,
2017, 부혜진 외, 2016)

○

이에 2018년 3월 기준 남아 있는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
대로 사유화로 인한 개발을 방지하는 관리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마을공동목장 실태조사는 2018년 1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목장 관계자 대상 면접
조사를 통해 시행하였음

○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2017년 주요 농ㆍ식품 현황』에서 제시된 54
개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조합장 또는 관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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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목장조합은 관리주체이고 마을공동목장조합의 관리대상을 마을공동목장으
로 설정함
○

마을공동목장 관리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마을공동목장조합을 관리주체, 마을공동목장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마을공동목장조합이 마을공동목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
리할 계획인지 조사함

○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와 문헌연구임
- 마을공동목장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음
- 마을공동목장 개요(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표 목장용지의 등
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활용하였음

○

2018년 3월 현재 남아 있는 마을공동목장 51개 중 47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음

연구결과
○

마을공동목장 실태조사 결과, 2018년 3월 현재 남아 있는 마을공동목장 수는 51개이
며, 행정시별로 제주시 33개소, 서귀포시 18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주요 농ㆍ식품 현황』에 의거하면 마을공동목장 수는 54개였으나, 1개 마
을공동목장조합 와해(연도미상), 2017년 2개의 마을공동목장 매각이 확인되어,
2018년 3월 현재 총 51개 마을공동목장이 남은 것으로 판단됨
Ÿ

용강공동목장(제주시)은 2017년 8월 중국 JS그룹에 매각되었음(제주일보,
2018.2.20.)

Ÿ

대림공동목장(제주시 한림읍)은 2017년 11월 ㈜경원파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용으로 매각되었음(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2018.2.20.)

Ÿ

저지공동목장(제주시 한경면)은 부혜진 외(2016)의 연구1)와 목장용지(산림청 소
유) 방목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합이 와해된 것으로 판단됨

○

마을공동목장 실태조사에서는 조합장 또는 이장님이 면접조사를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
고 총 47개 마을공동목장을 조사할 수 있었음
- 연구진은 면접조사를 거절한 조합장 또는 마을 이장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가
하락된 마을공동목장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 마을공동목장조합의 목장용지 매각 의지를 파악한 결과, 마을공동목장조합 내 조합
원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 조합원은 매각 의지가 높은 반면, 중ㆍ장년인 조합원과 방목에 참여하는 조

1) 부혜진 외(2016)는 70대 이상 주민 인터뷰를 통해 저지공동목장 방목활동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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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은 매각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마을공동목장조합의 목장 관리현황 조사결과, 마을공동목장조합은 목장을 임대, 직영,
방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대 사업은 우마 방목, 목초 재배, 액비 처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관광시설 운영,
작물 재배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직영 사업은 우마 방목, 식당 운영, 마로ㆍ숲길 조성, 체험관광 등인 것으로 나타남
- 목장이 우마 방목에 적절하지 않거나 직영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을공동목장조합의 목장 관리현황에 따른 매각 의지를 파악한 결과,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목축, 관광)을 하거나, 임대수입이 높은 마을공동목장조합은 목장용지를 매각하고
자 하는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종합 및 정책제언
○

목축 경영체 지원
- 마을공동목장에서 우마 방목이 임대와 직영으로 이루어지므로, 마을공동목장 경관보
전을 위해서는 실제 목축 경영을 하는 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마을공동목장 관리실태 조사 결과, 목축 경영체에서 필요한 지원은 다음과 같음
Ÿ

목장용지 확보를 위한 국ㆍ공유지 임차료 감액과 목축용 임차지 수의 계약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남

Ÿ

잡목 제거, 펜스 보수, 기반 정비 등 목장시설 관리 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남

Ÿ

초지보완사업의 자부담률 인하, 화입 허용, 외래 병해충 방제 등 초지관리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 자산신탁 제도 도입
- 마을공동목장 이용에 대한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마을
공동목장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로부터 조합원에게 이익
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공동체 자산신탁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공동체 자산신탁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동산 신탁이 가능한 공기업을 지정
또는 신설하여 마을회와 목장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자산을 신탁을 받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운용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Ÿ

공동체 자산신탁 운영주체는 신탁받은 자산이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는 사 업자
에게 임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자본 투자ㆍ회수의 선순

195

현
안
과
제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환체계를 구축함
Ÿ

공동체 자산신탁 운영주체는 국ㆍ공유 자산, 신탁받은 자산이 목축 경영체에 임대
되는 경우에는 목축경영 지원을 함

Ÿ

공동체 자산신탁 운영주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전문인력,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

○

마을공동목장 경관포럼
- 개별 마을공동목장조합이 마을공동목장을 관광목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경관자원
을 자체로 발굴하고 사업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마을공동목장 협의체를 구성하
고 이들이 마을공동목장 경관포럼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Ÿ

마을공동목장의 경관(landscape)은 목초지, 가시적인 목축시설, 목축경관을 형성
및 발전시켰던 규약 또는 규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함

Ÿ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을공동목장 경관포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마을
공동목장조합 조합원, 마을주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함

Ÿ

마을공동목장 경관포럼 운영 결과,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원활한 국고 보조금 지
원, 투자자 모집 등이 이루어져 마을공동목장이 관광목장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함

○

목축문화 복원 및 활용
- 제주 마을공동목장에 남아 있는 목축문화를 복원하고 활용한다면, 마을공동목장의
사업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음
Ÿ

목축문화 활용(안)은 공동목장 내 잣성길 걷기 체험 코스 개발, 테우리의 목축기
술 계승 및 체험하기, 전통적 낙인･귀표･거세 문화 전승하기, 진드기와 잡풀을 제
거하는 방식, 방앳불 놓기의 부활, 목축번성을 기원하는 백중제(百中祭)의 원형
복원, 공동목장 출역(出役)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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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기본 계획
안경아 책임연구원
현
안
과
제

연구배경 및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신규과제로 지역혁신 창
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

제주지역은 창업클러스터를 제주시 원도심에 조성한다면 도시재생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해서 제주시 원도심 유휴시설을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여기에서 보육된 창업기업이 인근에 확산되는 모델로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개념을 정의하고 제주지역 창업환경과 창업
지원 수요를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고
공간 기능을 배치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도내 창업보육센터 현황과 도내 창업자 대상 창업클러스터 수요 분석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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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도내 창업보육센터 현황 분석 결과, 창업자가 통합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허브 역할
보다 창업자에게 저렴한 공간 제공 기능에 머물고 있음

○

도내 창업보육센터 현황 분석 결과, 사업화지원 사업(자금지원)으로 개별 기업은 사적
네트워크가 구축된 반면 이 네트워크를 여타 창업자가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적네
트워크로 전환시키는 허브역할 수행이 필요함
-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자금지원은 창업기업이 창업초기 데스 밸리를 넘
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개별 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으면서 구축한 네트워크가 유사 분야 창업자가 활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중개조직은 맞춤형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산업계(기업, 투자
자 등), 연구기관, 정책기관 등의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허브 역할이 필요함

○

도내 창업자 대상 창업클러스터 수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창업기업의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조성 필요성과 입주의사 조사 결과 긍정 답변이
각각 80%, 76%인 것으로 나타남
- 창업기업의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공간수요 조사 결과, 공유공간으로는 메이커스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기업의 창업지원 수요 조사 결과, 기술개발 지원, 채용장려금, 창업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종합 및 정책제언
○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조성 지역은 제주시 원도심 일대이며, 거점공간은 제주시 일도2
동 992-16 등 11필지(옛, 중앙병원)로 설정함
- 거점공간은 제주시 도시재생 구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한 도시재생 구역인 제주시 일도 1동, 이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건입동)에 접하
여 위치함
- 거점공간은 제주국제공항,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첨단과학단지 등의 인근에
위치하여 도ㆍ내외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며 동문시장과 근거리에 위치하
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 교류하기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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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거점공간은 지역혁신 창업자를 양성하고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제주지역 혁신의 거점의 역할을 함
비전(안): 제주 라이프스타일 창업의 진앙지
목표: 지역혁신 창업자 양성 및 창업기업 보육
기능: 지역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허브
Ÿ

관광산업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고도화가 필요함

Ÿ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관광객은 지역의 고유성에 기초한 음식, 숙박, 스토리, 가치,
경관, 체험 등을 총체적으로 소비할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
하며 2차적인 소비를 함

- 이에 제주 관광객과 관광 사업자에게 라이프스타일 제품 및 서비스 공급할 수 있는
창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타지역 도시재생 지역 창업지원 사업, 제주시 원도심 관련 문헌 검토, 창업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원도심에 파급효과가 높은 라이프스타일 창업 분야는 다음과
같음
(건축) 유휴공간의 창업공간 및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사업화
(가구, 소품) 공간 인테리어에 필요한 가구, 소품, 의류 등의 사업화
(로컬푸드) 제주산 농산물의 유통, 가공, 조리 등 사업화
(사회적 약자 서비스) 어린이, 노인, 반려동물 대상 사업화
(주민소득) 상인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주민 대상 직업 알선
(도시 미관ㆍ안전) 도심 경관개선,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
IT,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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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기획과제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방향 모색 연구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 미래상의 혼재 및 혼선으로 야기되는 도민 공감대 부족에 따른 비전 실현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및 도민역량 결집이 필요함
-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국제환경브랜드, 평화의 섬, 제주미래비전(청정과 공존)
등 제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통섭적 합의가 필요함

○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화두․담론과 함께 거시적 방향성 제시가 필요함
- 대내․외 환경변화 및 다양한 정책 부문을 통섭하는 제주형 자치분권, 사회계발, 지여
계발, 환경보전, 산업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제주가 나아갈 새로운 미래상 설정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 통찰력을
지닌 인사로 제주성찰과미래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회는 제주지역 인사와 수도권(기타지역 포함) 인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제주의 내
부적 시각과 외부적 시각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함

연구결과
○

제주가 걸어온 과거와 현재를 진단,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화두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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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중심으로 (가칭) 『2018 제주 성찰과 미래 담론』
제1장 총설
제주성찰과 미래담론을 발간하며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제2장 제주 성찰
1. 제주정체성 정립과 구비철학의 개발견

허남춘, 제주대 교수

2. 탐라복(耽羅鰒)과 탐라해(耽羅海): 공동체의 해정학(海政
學)을 위하여

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

3. 제주의 발전가치 성찰과 자연자본주의

고충석, 전)제주국제대 총장

4. 지방자치의 상상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민 기, 제주대 교수

제3장 제주 미래담론
1. 제주특별자치도 시즌2의 핵심과제(읍면동을 시민공화정
치의 산실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2. 복지환경의 변화와 제주형 복지모형의 기본방향과 전략

이태수, 꽃동네대학 교수

3. 제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4. 제주의 미래와 제주다운 교통

이창운, 전)한국교통연구원장

5. 제주도 도시생태 연구와 생태도시 방향 모색을 위한 단상

이도원, 전)서울대 교수

6. 제주환경자원총량제 의의와 도입방안

전성우, 고려대 교수

7. 제주의 세계환경수도 추진성과와 과제

김태윤, 제주연구원

8. 제주 농업과 살의 질 현황 그리고 미래 지향과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제주관광의 성찰과 미래전략

홍성화 제주대 교수

10. 블록체인과 제주의 미래

김용태, 김용태마케팅연구소장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가 지향하는 미래비전이나 정책에 대해 호불호, 찬반 등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
여,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과 미래담론의 장을 지속
적으로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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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기획과제

분권형 개헌에 대비한 해외
자치분권 사례 연구
강창민 선임연구위원

미
래
기
획
과
제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분권형 개헌에 대비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ㆍ모델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혁신과 정책 개발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자치와 분권을 기반으로 한 외국의 선진적 지자체들의 관련
사례 탐색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ㆍ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의 국가와 북유럽 지역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제도, 사례, 혁신과 관련된 주요 동향 및 사례에 초첨을 맞춤

○

연구목적
-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혁신을 제안
- 분권형 개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1. 영국
○

영국의 지방행정체계
- 영국의 지방행정체제는 크게 위임정부(devolved administration)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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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관련정책
- 영국은 기존의 방식은 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한 지방정부의 일괄적 변화를 추진했다
면, 최근에는 사례별, 지역별, 사무별 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Ÿ

지역주권주의에 따른 지역의 책임성, 투명성, 공동체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무뿐 아니라 재원도 지역에 이양함

Ÿ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폐지와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설치, 도시권 협상(City Deal),지방정부 연합기구(CA: Combined
Authority) 설치,분권협상(Devolution Deal)등이 이에 해당됨
○

영국의 주민참여 및 공동체 관련정책
- 영국의 지역공동체 정책은 크게 제3섹터 육성, 지역공동체의 권한 강화(지역주권주
의), 지역공동체 자산취득 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기여 활동의 활성화의
5 방향으로 나눌 수 있음
Ÿ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분권협상(city deal)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중앙
정부의 강력한 분권 의지와 지방 주민의 단단한 자치 역량이 자리하고 있음

○

영국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 지역공동체 활성화사례로는 브리스톨파운드, 토지신탁공동체, 사회적 영향평가, 옥스
퍼드 길거리 파티의 4방향으로 나눌수 있음

○

영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공동체 정책의 평가
- 영국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에 대해 분권 제안을 공모하고 지방 정
부가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의 요구에 따라 권한, 의무의 이양과
더불어 재정권, 조세권도 분권화함
Ÿ

두터운 사회적 자원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정책은 사회적 자본이 투터우며, 또다른
특징은 지역공동체 주체를 신뢰하고 지역 공동체에 많은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임

2. 독일
○

독일의 행정수행 체계
- 연방공화국 독일의 행정수행 체계는 ‘연방정부 - 주정부 - 게마인데·게마인데연합·
클라이스·크라이스프라이에 슈타트’라고 하는 3층 구조를 기본으로 조직되어 있음
Ÿ

연방정부가 최상위에 존재하고, 3개의 도시주(베를린, 함부르그, 브레멘)와 13개
의 일반주(=란트)가 협쳐져 16개의 주가 존재하며, 따라서 독일연방은 16개의 국
가적 지위를 가지는 란트(주)로 구성

○

자치분권 실현의 구조적 특성
- 독일은 게르만 부락, 중세의 상업도시 형성, 17세기 영주와 귀족들로 구성된 절대주의
시대, 19세기 초엽의 프로이센 제국으로의 발전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가 싹터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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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자치행정(Selbstverwaltung)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게르만의 부락과 중
세시대의 도시 생활을 합리적 이루어 가지 위해 국가행정(Staatsverwaltung)에 대
비된 개념으로서 주민의 자기책임을 기본요소로 하여 지역의 공적 과업을 자체적으
로 참여하여 이루어 가는 것으로 이해
Ÿ

연방기본법의 구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
지는 않지만 강력한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요혁신사례
- 독일의 자치분권 제도의 사례로는 양원제 의회제도, 연방 주-게마인데간 입법권의
분배, 연방과 주의 관계, 공동위원회 제도, 연방과 주의 공동사무처리, 서평등관제도
드잉 있음

3. 프랑스
○

프랑스 행정수행 체계
- 프랑스 영토는 유럽대륙에 위치한 본토(métropole) 및 해외영토(outre-mer)로 구
성됨.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 territoriale)로 분류되는 지방행정 단위는 1982년
이후 코뮌(시･읍･면, Commune), 데파르트망(도, Département), 레지옹(광역도,
Région)의 3단계를 의미함

○

프랑스 분권실태
- 2003년 3월 28일의 분권화 헌법에 나타난 지방자치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음.
Ÿ

첫째, 개정 헌법은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를 규정하였음. 둘째, 개정 헌법은 보충
성의 원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셋째, 개정 헌법은 권한 배분 이양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음. 넷째, 개정 헌법은 재정자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
준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재정 지출의 자주성, 중앙 권한의 이양과 재원(비
용 보상)의 동시 이양, 재정격차 시정을 한 지자체간 재정조정 제도 등을 규정하
고 있음. 다섯째, 개정 헌법은 지자체의 법규제정권(pouvoir réglementaire)을
인정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였음. 여섯째, 개정헌법은 지자체의 중요 사항에 대
해 주민 의사를 묻은 주민 투표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 사회혁신 정책
-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사회연대경제법(Loi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이 2014년 7월 31일에 제정되었음
- 사회연대경제법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총괄적 정의를 내림. 사회연대경
제란, “인간을 중시하고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임.” 사회연대경제법
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적인 단일성을 갖추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방의회, 지역사회에 녹아들도록 한 점이 큰 성과임. 중앙, 지방정부가 어떤 정치성
향이건 사회적 경제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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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회의소와 전국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 지역사회연대경제회의소는 사회연대경제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지
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금을 조성함. 이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됨

- ‘Groupe SOS’는 오늘날 그 사업범위를 다양화시키면서 위생, 사회, 의료복지, 교
육, 사회통합, 공정무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을 하고 있음
- 프랑스의 청년보장 정책은 유럽에서도 모범 사례로 통하고 있음
Ÿ

프랑스는 16~25세 사이의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보장 수당, ‘미씨옹 로칼
(Mission Locale)’이라는 지역 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하는 ‘청년보장
제도(La garantie jeunes)’를 시행하고 있음

4. 스위스
○

스위스 행정수행 체계
- 스위스는 주에 해당되는 칸톤(Kanton)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칸톤이 독립
국가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Ÿ

1848년 이전에는 칸톤이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다가 일부의 주권을
연방에게 이양하면서 연방국가를 출범시켰으나, 각각의 칸톤은 독자적인 헌법과
정부, 국회, 법원 등의 조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1979년 칸톤 베른(Bern)
으로부터 칸톤 유라(Jura)가 독립하면서 2018년 현재 26개의 칸톤으로 구성되어
있음

Ÿ

2017년 현재 연방정부를 기점으로 26개의 칸톤이 구성되어 있고, 칸톤의 하위계
층으로 2,324개의 게마인데가 설치되어 있음

○

스위스 분권실태
-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인 칸톤에서 출발하여 연방이 구성된 상향적(Bottom-up)
행정체제를 형성하여 왔음
- 스위스의 분권정책은 행정계층을 기준으로 보충성과 차별성을 주요 원칙으로 접근하
고 있음
Ÿ

즉, 게마인데로부터 칸톤 및 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권한배분이 보충성 원
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동시에 각 행정계층의 권한이 중복성이 배제되는 엄격
한 차별성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임

○

스위스 개혁정책
- 스위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비하여 주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다양한 요구에 직
면하고 있음
Ÿ

지방자치단체의 과제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수요와 전문성에 대
한 요구는 높아졌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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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됨
- 실업율은 2011년 중반이후 상승하는 모습이며, 소비자물가는 수입 및 국내 상품가
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2011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012년 중반 들
어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채무문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유로지역 전반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함
Ÿ

이에 스위스는 재정조정제도를 시행 새로운 재정조정은 재정적으로 강한 칸톤과
약한 칸톤 간의 격차를 줄이고, 연방과칸톤 간의 협력을 위한 효과적이고 비용 절
약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었음

- 연방정부의 개혁으로는 국민의 참정권, 정부개혁, 의회개혁, 연방시스템 개혁, 행정
개혁을 이루었음
- 지방정부의 개혁으로는 신공공관리를 통하여 부속기관 조정, 교육개혁등을 이루었음
5. 북유럽
○

스웨덴 행정체제 및 분권 정책
- 스웨덴의 행정조직은 중앙정부(ministries), 중앙행정청(central agencies), 그리고
지방정부(municipalities)로 구성
Ÿ

행정구조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구성되며, 중앙행
정의 지역행정단위인 ‘랜(Lan)’이라 불리는 21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90개의 기
초자치단체 ‘코문(Kommun)’이 존재

- 분권원칙은 자율·분권적인 참여 문화,합의중심 정책결정방식,자주재원 비중이 높은
지방재정 구조중앙정부의 조정 및 통제의 원칙을 지님
- 산업 및 경제 정책으로는, 산업구조조정 및 혁신도시 구축,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정치 및 행정정책으로는, 옴부즈맨제도, 감사원: 내부 및 외부 통제간
연계등이 있음
Ÿ

보건 및 복지 정책으로는 Adel 개혁 : 보건·복지 분권화 정책 코뮨(지방자치단체)
의 노인복지 정책, 교육 및 문화정책으로는 다문화주의 정책,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혁등을 진행

○

노르웨이 행정체제 및 분권 정책
- 노르웨이는 전통 사회민주주의 국민정당인 노동당 집권과 함께 친근로자적 통치 전
략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원 노조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일반 이익을 대
변하고자 하는 일반노조주의 지향
- 노르웨이의 지방정부를 살펴보면, 2015년 1월 기준으로 19개 광역자체단체 (fylke,
county) 소속 주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428개의 시(kommunar) 정부로
구성
- 분권원칙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 (General Purpose Grant Scheme) 천연자원(원
유) 기반 풍부한 국부의 재분배, 정부 투명성에 기반한 시민참여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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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및 경제 정책으로는 협력포럼을 통한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노르웨이 공기
업의 민영화 노르웨이 하이노스 (High North) 정책등이 있으며, 과학기술 정책으로
는 연구중심 혁신센터(Centre for Research-based Innovation) 신설, 오슬로 이
노베이션 위크 (Oslo Innovation Week, OIW) 개최, 보전 및 복지 정책으로는
Care Plan 2020등이 있음
6. 일본
○

일본 행정수행 체계
-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수차례의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
해 지방자치를 형성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시작하였음
- 일본의 지자체 제도는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구정촌(市區町村)이라는 2층 제도를
취함

○

일본 분권실태
- 국가와 지방은 사무적인 면에서 대략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 그러나 그 경계
가 명확하지 않아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융합형’이라고 부르기도 함
-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분석하는 틀로는 아마카와 아키라에 의한 분류 모델이 주로
사용됨. 아마카와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두 개의 축으로 분류

○

일본 개혁정책
- 참여와 협동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도시지역활성화협력대 사업, 과소지역자립활성화
추진사업, 지역재생제도, 구조개혁특구제도, 사토야마(里山)·사토우미(里海), 토야마
(富山)시의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전략, 니시메라형 워킹홀리데이(西米良型
ワーキングホリデー)
- 재정분권 혁신 고향 납세(ふるさと納税)제도 도입, 고향창생 1억엔 사업, 지방창생
재정지원제도, 청소년 및 여성정책 혁신으로는 지방 청소년 지원 정책 , 지방창생과
여성활약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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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기획과제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연구
정지형 중국연구센터장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도와 해남성은 양 국가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써 지리적 특수성으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은 지역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음

○

두 지역의 관광산업은 지역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경쟁이 심화
되고 있으며, 소비수준변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여행 행태 및 목적 변화 등
을 고려할 때 제주도와 해남도 양 지역 상호 간 성공사례 벤치마킹이 필요함
- 해남성은 중국정부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 특히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지역
으로써 해남도 국제관광개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제주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정책과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해남도 국제관광개
발과의 연계가 필요

○

본 연구는 제주연구원과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의 양 기관 학술교류 MOU 체결이후
공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연구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양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
해 지역여건, 관광환경, 정책 방향 등을 통해 관광실태와 관광정책 수단을 비교하여 향
후 각 지역의 관광진흥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범위 및 방법
○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공동 계획
- 계획 시기: 2017년 6월 22일
- 계획 내용: 연구배경, 연구중점, 연구인원, 연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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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연구구조 협의
- 2017년 7월 26일, 제주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중국(해남)발전연구원에 방문하고 제1
차 공동연구 협의회의를 진행하여 연구의 구조, 업무분장, 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
였음
- 2017년 8월 7일, 제1차 공동연구회의 개최를 바탕으로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연구구조 확정

○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공동연구 초안 작성
- 2018년 2월 28일, 공동연구 초안 작성
- 2018년 3월 6일, 제주연구원 연구팀은 중국(해남)발전연구원에 방문하여 제2차 공
동연구회의를 진행하여 초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토론하였음

○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공동연구 수정본 완성
- 2018년 3월 23일, 양 기관은 제2차 공동회의를 바탕으로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수정본을 완성함
- 2018년 3월 26일-27일 기간, 중국(해남)발전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제주연구원에 방
문하여 수정본 내용을 토론하고 재수정 의견을 논의하였음

○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공동연구 최종본 완성
- 2018년 4월 18일,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중국어 최종본 완성
- 2018년 4월 25일,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한국어 최종본 완성

연구결과
○

공동연구를 통해 제주-해남 간의 한중 자유 관광협력체 구축 제의
- 한중 관계 회복으로 인한 협력 환경여건 조성
- 양 지역간 호연호통(互聯互通)을 위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활용
- 중국 관광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양 지역 간 공동 협력 여건 조성
- 인문교류를 통한 체계적인 협력 기반 마련
- 개방정책과 유연한 제도를 통한 양 지역 관광산업 협력 기반 마련

○

양 지역은 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자유관광협의체’ 설립 추진, ‘개방 포용, 상호 경쟁
력 보완, 상생 발전’의 협력 원칙 견지, ‘싱크탱크·정부·기업’의 협력체계 수립 등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활용한 새로운 기회 활용
- 세계 최대 관광 소비 시장인 중국의 적극적 활용
- 해남성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항 건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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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지역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경제 발전 전략과 관광정책을 연계하여 양 지
역 관광 협력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공동 수립하고 관광 산업의 협력과 발전을 뒷받
침하여야 함
- 정책 개방을 통해 항공, 해상, 항구, 도(島) 내 교통, 정보시설의 상호 연결 추진
- 관광산업 시장의 상호 개방을 확대하고 해당산업 간의 자유 무역을 이루며 관광 투
자 무역 자유화와 간소화 추진
- 관광 투･융자, 해외 지불, 통화 사용, 환전 등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관광 금융 서
비스 통합을 실현
- 인문 교류, 싱크탱크 등 민간 교류 저변 확대를 통해 민심 상통(相通)을 촉진하고 상
호 이해와 오해 불식, 신뢰 강화, 상생 발전의 기틀 마련
- 양 지역 산업 개방과 구역 개방, 정책 개방을 골자로 도서경제체 발전 근간인 ‘개방’
을 통한 협력과 발전 촉진
- 고유하고 독특한 관광 자원 경쟁력을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개성에 맞게 발전시킴.
관광 산업, 관광 정책, 관리 방법 등 노하우를 상호 비교 벤치마킹 하여 양 지역 관
광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
-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광산업 협력을 통해 해남-제주 간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이익공동체’와 공동 번영하는 ‘운명공동체’로의 발전 토
대 마련
- 두 지역 싱크탱크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해상 실크로드 도서 해양 경제, 서비스
무역, 생태환경 보호 등 중대한 연구과제 공동 수행, 싱크탱크 인재 교류를 강화하고
젊은 학자들의 단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상호 방문 활성화
- 양측 기업과 개인이 언제든 두 지역을 넘나들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고 관
련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 협력 기제 마련 필요

종합 및 정책제언
○

제주 및 해남성 양 지역의 향후 공동협력 중점분야는 크루즈관광, 문화관광, 건강양생
레저관광 및 국제 관광시장 공동 마케팅 등 4방면에 집중하여야 함
- 국제 크루즈 관광상품 공동 개발
Ÿ

세계 크루즈 관광 명품 노선 공동 개발필요

Ÿ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크루즈 관광 육성 연맹

Ÿ

크루즈 관광 맞춤형 정책 지원 필요

- 국제 문화 관광상품 공동 개발
Ÿ

양 지역 간 문화 테마 공유 및 문화 관광상품 개발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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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다양한 분야의 문화 관광 정책 지원과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 지원하도록 상호간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웰빙･건강･휴양･레저 관광상품 공동 개발
Ÿ

발전과 협력 전망이 큰 웰빙･건강∙휴양∙레저 산업분야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

- 두 지역의 국제 관광 시장 공동 마케팅 기획
Ÿ

해남성과 제주 관광 주관부서는 상호 관광 홍보 사무실을 설치해 두 지역 관광상
품의 상호 홍보와 관광객 수송 업무를 담당

Ÿ
○

해남과 제주 관광 열풍이 지속되도록 세계 유명 여행 에이전트와 적극 협력

제주-해남 관광협력방안 추진 시 한중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광 및 관련 서비스업의 정책 개발의 새로운 돌파가 필요
- 교통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계성과 통합성 제고
Ÿ

양 지역 항공 직항선 개통 필요

Ÿ

해남 크루즈모항 및 제주항 간 협력 강화

Ÿ

원활한 정보 소통을 위한 해남-제주 간 여행 정보, 데이터, 서비스 종합 공유 플
랫폼 구축. 관광 주무부처와 관련 기관들 간의 여행 관광객과 시장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관광 통계 체계를 조율하며 양지역 지방 관광, 교육, 문화 등 산업 데이
터 수집 역량 제고

- 인적 교류 자유화, 간소화 정책
Ÿ

양지역 공동 도서경제 관광카드 발급 고려

- 여행 투자 주체 상호 개방
Ÿ

해남발 제주행 아웃바운드 관광업체, 제주발 해남행 아웃바운드 관광업체의 경영
권을 확대시키고 외국인의 인바운드 경영권을 확대하고 중국 국민, 한국 국민의
아웃바운드 관광 경영권 확대

- 관광산업 업종 내 자유무역 정책 시행
Ÿ

해남-제주 관광상품 자유무역구 설치. 공동으로 소비제품 보세 물류, 보세 전시에
대한 면세와 소비품 제조, 가공 유지 보수에 대해 면세하며, 관광상품 무역, 관광
장비 제조업을 육성

- 역외 결제 지불 간소화 추진
Ÿ

제주도의 각종 매장과 기업에서 웨이신지불,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Visa카드의
지불 범위를 확대하고 중국인들의 소비 편의성을 제고해 관광 소비 촉진

Ÿ

여행사 책임보험, 여행 상하이보험 등 기존의 여행보험상품을 보완하고 크루즈 보
험, 특수 여행 보험 등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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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기획과제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고봉현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혁명을 기반으로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목받기 시작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육성+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포용
적 성장에 집중할 필요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목적
으로 하고 있음

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7년, (계획년도) 2019~2023년

○

내용적 범위
- 제주경제 및 산업현황 분석,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망, 4차 산업혁명 대응 해외사례
조사·분석,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Review
- 제주특별자치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진단 및 평가
-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방향) 수립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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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은 통계분석, 문헌조사, 해외 사례조사, 도내기업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및 토
론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

연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현황(여건분석)
- 제주지역 인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동기간 2.8%대의 높은 인구 증
가율을 보이면서, 2017년 제주지역 총 인구수는 678,772명을 기록
- 제주지역의 자동차 지표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교통 혼잡비용 발생, 교통 인프라 수
요 부족, 도시공간의 외곽 개발 확산 등의 원인으로 작용
- 제주는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증가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광역 교통체계 개선에 대
한 이슈가 존재
-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성장전략을 통하여 관광객 증가,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의 외형
적 성장 추세에 있으나,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문제 및 지역경제 지속성장의 저해문
제 발생
- 2017년 제주 지역내총생산은 18.0조 원으로 전국의 1.0% 수준
- 제주지역의 산업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컸으나 최근 들어 농림어업의 비
중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음
- 격차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산업포지셔닝을 실시한 결과, 성장유망산업 9개, 산업구
조 우위산업 1개, 경쟁력 우위산업 4개, 열위산업 2개로 분류해 볼 수 있음

<산업구조 요인 및 경쟁력 요인에 의한 분류>
경쟁력
( + )

( - )

( + )

(성장유망산업, 9개)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산업구조 우위산업, 1개)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 - )

(경쟁력 우위산업, 4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열위산업, 2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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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대응 해외사례(네덜란드)조사 결과
- 네덜란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산업에 대한 국가로드맵으로
‘Smart Industry - Dutch Industry fit for the Future’를 발표함(2014년 4월)
- 네덜란드 경제산업부는 필드랩(Field Lab)을 통한 과감한 투자로 스마트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
-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
고 실행하는 오픈 플랫폼임
-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주도의 리빙랩 운영
- 한편 네덜란드 와게닝겐 지역의 농업생산 및 연구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1960년대부
터 많은 농식품 업체들이 창업하여 입지하기 시작
- 와게닝겐 지역에 식품업체들이 입지한 것은 농식품 분야에서 전통적인 경쟁력과
R&D의 우수한 성과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임

○

도내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로, 도내기업들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Ÿ

새로운 미래산업 출현에 따른 일자리 창출(193.7%),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18.1%), 기업의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13.4%), 맞춤형 생산 및 소비
확대(12.6%)의 순으로 나타남

-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기술(BT) 분야의 연과도가 4점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능형로봇이나 무인항공기(드론), 인공지능(AI) 분야는 3점대 이하로 연관도
가 낮게 나타남
- 도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23.4%)는 응답보다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38.0%)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도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노력으로는 R&D 투자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ICT 및 신기술 투자(23.1%)와 전문인력 확보(23.1%), 전담조직 신설
(7.3%), M&A 등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 순으로 조사되었음
- 도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이 미흡한 이유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부족이 49.6%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전문인력 부족(18.7%), 주력산업 위주의 정책(9.1%), 과도한 규제
(7.0%), 신기술의 수요창출에 대한 불확실성(7.0%), 기술 인프라 부족(5.9%) 등으
로 순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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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

비전 및 목표
- 본 계획의 비전은「도민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으로 설정함
- 이는 도민 누구나 참여하고 도민 모두가 노력하며, 도민들이 함께 누리는 4차 산업
혁명 구현을 의미함
- 본 계획의 목표는「①도민소득 증대, ②일자리 창출, ③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함
- 이는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도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궁극적
으로는 도민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목표임

○

4대 기본방향
- 지능화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
- 사회문제 해결 기반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및 新성장 촉진
- 공공서비스 기반의 산업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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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정책과제
- 지능화 혁신을 통한 기반산업의 고도화
- 미래형 에너지 혁신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제주형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 도시·교통·환경분야 대응
- 사회·복지·안전분야 대비
- 스마트 리빙랩 생태계 조성
- 지역혁신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특구 조성
-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
-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 대응
- 일자리 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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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사업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와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을 위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사업을 구상함

○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 습지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모두 갖고 있는 전세계 유일한 지역이므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
기 위함

○

제주의 자연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
연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그 가치를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창출에 활용하는 구조를
마련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육상, 해상 포함)

○

제주국립공원 대상구역 선정을 위해 법정보호구역 등 검토
- 해당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함

○

연구진에서 설정안 경계안을 토대로 54개 마을별 마을리더와의 간담회 개최 후 1차 경
계안을 마련함

○

1차 경계안에 대해 29개 해당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 2차 경계안 마련, 제주국립공
원 지정 제안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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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및 목표
○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 보존 및 지혜로운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환경에 대한 질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해 그 가치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에 대한 지
혜로운 이용체계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함

○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환경의 가치를 동등하
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자나 수혜자가 자연생태서비
스에 대해 일정부분 부담하는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전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제주국립공원 조성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이 이
루어진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진행형 공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효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원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 원칙
- 제주국립공원 대상구역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전가치가 높은 구
역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포함하였음
- 제주다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핵심 보전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상호 연계하여 이
어줌으로써 그동안 파편화로 인한 생태용량의 제한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해양도립공원을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하되, 가급적 대상구역과 연접하고 있는
육상부를 포함하여 국립공원의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효
과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향후, 제주국립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등 국립공원 지정절차를
이행할 때 보다 용이하도록 함
- 제주국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지정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제주국립공원 지정 후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
려하여 대상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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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국립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립공원 지정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
람직함

국립공원 검토
대상 구역(안)

수
탁
과
제

1차 경계안

2차 경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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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립공원 보전․관리에 주민참여 원칙을 제시함
- 제주국립공원 지정대상 구역은 지금까지의 국립공원구역 지정과는 다른 형태로 추진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립공원의 관리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
- 기존 국립공원 구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형평성
의 문제, 재산증식에 대한 기대욕구 및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국립공원의 입지로 인한 마을발전과 주민소득 창출의 기
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국립공원지정 목적인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
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관리에 지역사회와 해당지역 주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제주국립공원 지정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함
- 제주국립공원은 기존 국립공원 지정방식과 다르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관리,
마을발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주자치도법의 장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국립공원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의 일상적인 탐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름과 곶자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
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제주섬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제주국립공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립공원 보전․관리에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
록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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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정 50년을 성찰하고, 한라산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한
라산이 지향해야 하는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초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
기 위함

○

한라산을 한라산답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국제브랜드의 위상에 걸맞는 보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법정계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며, 한라산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초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
- 향후 한라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법정 계획을 수립할 때 한라산다운 목표와 기준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연구범위 및 방법
○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세계유산지구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으로 함

○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단기(2019∼2023년), 중기(2024∼2028
년), 장기(2029년 이후)로 함

○

제주연구원과 국립공원연구원이 공동 수행함
- 한라산의 가치, 비전, 전략 설정을 위한 도민 1,000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
- 추진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한라산에 대한 현황, 현안 이슈, 미래전망 및 메가트랜드, 선진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
여 시사점 등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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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및 목표
○

한라산의 핵심가치, ‘아름다움’ 선정
- 한라산 가치보전을 위한 핵심가치인 ‘아름다움’은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
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는 뜻에서 유무형의 상
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내포함고 있음

○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의 비전, 더 아름다운 한라산, 세계인의 보물로
- 한라산의 핵심가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 및 3대 전략을 토대로 도민의
견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의견, 일반 현황 및 자원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 언론보도
에서 이슈화되었던 주요 내용, 미래 전망 및 메가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
대 과제 및 분야별 103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세계적인 명산, 한라산의 국제브랜드 가치 제고
- 4대 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 국제적인 보전⋅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한라산 탐방객
(도민, 관광객 등)의 탐방 만족도가 높은 한라산이 되도록 함

○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 학술교류 사업 추진
- 한라산과 백두산 공동학술조사 정례화 추진하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통일 운
동의 발원지 한라산의 위상을 강화함

○

제주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한라산
- 제주다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한라산, 생물자원 활용,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
는 한라산으로 가꾸어 나감

○

한라산 아카이브 구축
-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제 영역의 연구물 관리 시스템 구축, 학문적 자산의 보존·관
리·활용적 가치를 창출, 메타데이터 모델을 개발하여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기후대와 공존하는 한라산 기후변화대응
- 자원의 가치를 키우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

생명의 보고, 한라산 생물다양성 증진
- 한라산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전 체계 구축, 야생동식물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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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적으로 실시함
○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한라산의 가치보전
- 한라산 생태환경서비스 증진 및 관리 방안, 한라산 중심 경관 관리, 제주의 매력을
증진함

○

4차산업 혁명과 한라산의 미래지향적 관리시스템
- 빅데이터, IoT에 기반한 한라산 관리시스템, 한라산 탐방객 관리시스템(총량제, 예약
제 등)을 구축함

○

백록담, 지속가능성의 보전 및 관리
- 백록담의 지형⋅지질, 생물자원, 인문자원 보전 방안을 마련함

○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사업 준비
- 세계명산포럼, 한라산 문화 축제,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함

세부사업 추진체계
○

(가칭)제주국립공원관리청 신설
- 제주지역에서 국립공원은 제주도민의 생활공간을 공원 구역과 비공원 구역으로 양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현재의 한라산국립공원, 그리고 추진 중인 제주국립공원 조성을 전제로 (가
칭)제주국립공원관리청을 설치함(윤고딕120, 11point)

○

국가재정의 지원 확대
-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있으므로,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국립공
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
- 제주국립공원은 지금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제주국립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국립공원의 보전⋅관리 및 해당지
역 발전, 주민소득 창출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시행계획 수립, 평가 및 환류 체계
-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에 대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마련하여 본 계획을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에서 제시하는 10대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에 대해 매년
‘(가칭)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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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시행계획이 바
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재정투자계획
○

10대 핵심과제
-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사업비가 1,870백만 원 정도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 정도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격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격
년제 추진 시 소요 예산은 매년 1,000백만 원 정도가 필요함
Ÿ

매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연차별 사업은 14개 과제 1,870백만 원, 단일
사업은 34개 과제에 6,650백만 원, 10년 주기 사업은 2개 과제 1,000백만 원이
필요함

- 단일 사업의 경우 1개 사업당 평균 200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매년 최소한 2
개 과제(평균 연간 400백만 원)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 핵심과제 소요 예산을 매년
500백만 원 범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장기생태 변화 연구, 한라산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 2개 사업으로 각각 500백만 원이 소요됨
○

추진과제
-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전체 과제수는 추진과제는 전체 103개 과제이며, 소요예
산은 연차별 사업 16개 과제에 1,470백만 원, 개별(단위) 사업 87개 과제 95,970
백만 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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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연구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마무리 시점을 맞아 지금까지 조성된 제주4·3평화공원의
성과를 포함하여 제주4·3 공원 등과 관련하여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제주4·3정신을
지속적화하기 새로운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함

○

최근 정부에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이후의 후속사업 등 제주4·3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있으므로, 제주4·3과 관련된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외 제주4·3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함

○

따라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배경 및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연구
수행 방법, 연구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1∼3단계) 사업성과 평가 및 활용방안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제주4·3평화공원 유휴부지 활용방안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을 위한 연구수행 방법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결과 활용 방안

○

기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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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및 목표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를 실
현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함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제주4·3의 중심가치인 평화와 인권, 통일염원, 화해와
상생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평화와 인권의 가치는 제주4·3이 국가 폭력으로 부터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
으로 희생당했으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억압받는 자들의 민중 생존권을 위
한 저항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통일 염원의 가치는 제주4·3이 남북분단의 기로에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독립을
위해 항거한 민족통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
- 화해와 상생의 가치는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참혹한 역사의 비극을 낳았지만, 제
주도민들은 이념의 굴레를 넘어 ‘화해와 상생’ 정신으로 성공적으로 치유하고 있는
점을 부각할 수 있어야 함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건립·운영
정의와 평화, 인권의 울림
“세계평화인권센터 건립·운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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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평화인권
교류센터

통일센터

평화
교육원

평화·인권
연수원

추진
전략

-국제평화기구
유치
-세계 평화,인권
NGO 유치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
결하는 완충센
터기능
-국제회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
의 중심

-제1호 통일센
터 유치
-통일 공감대 확
산 및 통일토대
마련
-남북문화예술교
류센터기능
-통일논의 및 통
일 교육의장
-남북교류 및 협
력 사업

-세계 유수의 석
학들의 평화 연
구원 기능
-평화대학원
-차세대
평화,
통일 전문가 육
성
-세계 평화·인권
연구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평화·인
권 수련의 메카
로 육성
-세계 평화·인권
NGO 연수기능
-국제 평화예술
인 레지던시 프
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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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운영
4·3의 해결과 성공적 치유를 위한
“국가트라우마 센터 건립·운영”

목표

기본
방향

국가 트라우마
센터

후유장애인,
유족 요양시설

화해와 상생의
장

유족
복지회관

추진
전략

-4·3, 민주화 운
동 관련자 등 국
가폭력 피해자 치
유 및 재활 기관
-고문, 국가 폭
력 예방 및 환
경조성
-국가트라우마
교류협력, 네트
워크 허브

-후유장애인,고령
유족 헬스케어
-물리치료,한방치
료 등 신체적
건강증진 센터
기능
-후유장애인,고령
유족 요양시설

-가해자, 피해자
모두 용서와 화
해를 위한 교류
의장
-화해와 상생의
체험 교육장
-용서와 자기치유
-화해와 상생의
제주 모델 확산

-유족회, 생존
희생자 사무실
입주
-평화·인권관련
구술 체험공간
-유족들의 교류
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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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추진체계
○

연구단 구성·운영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
기관 및 협업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의 총괄 조정은 주관연구
기관이 담당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 주관 기관은 제주4·3평화공원의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관련 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하는 협업 기관 등을 총괄⋅조정할 수 있어야 함
- 주관 기관은 자체 연구 인력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다른 전문기관(전문가)이 함께 참
여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업 연구기관 또는 사계 전문
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본계획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함
- 협업기관 또는 개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범위와 연구비
용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자문단 구성·운영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및 각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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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단에서 수행하는 계획의 내용 및 절차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본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행정지원단 구성·운영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주
기관이 주관하고 관련 부서 업무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지원단을 구성⋅운
영함
- 행정지원단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각종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단과 행정지원단이 함께 참여하는 전체 회의와
필요시 개별 면담을 통해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 지원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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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 계획
이성용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2009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 445호)」가 제정됨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이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주민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 목적)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
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서는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사업 지원 방향, 마을만들기 협의
체 구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검토·수립하여야 함(제7
조 기본계획)

○

이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7조를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연구범위 및 방법
○

국내외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마을만들기 역사와 정
책동향, 국내외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정책 및 사례 등을 분석함
- 기존 연구·보고자료 확인을 통한 국내 마을만들기의 정의 및 역사를 파악하고, 최근
정책 동향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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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내외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정책동향과 사례를 수집·분석함

○

제주지역 내 지역별 인구 및 생활인프라 등의 일반현황을 분석함
- 지역별 인구규모, 증가율, 주요 생활기반시설 현황 등의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함

○

제주지역 내 234개 마을의 인구, 세대수 등 일반 개요 및 마을자원 현황을 분석함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한 마을별 자원조사 및 DB구축
방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함

○

기존에 시행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평가를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사업 내용, 추진 및 지원체계를 분석함
- 2008년~2018년 현재까지 기 추진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현황 자료를 수집하
여 추진사업의 내용적 범위,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이하 CB사업)의 행정지원체계,
중앙공모사업의 유형 및 추진체계 등의 현황을 파악함

○

도민 대상 마을만들기 사업의 인식, 문제점, 향후 사업방향성 등을 내용으로 한 설문조
사를 실시함
-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경험 마을과 미경험 마을을 구분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
는 마을만들기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개선방향, 향후 사업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전략, 과제 등 기본방향을 도출함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목적 및 내용에 근거하여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함
-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개선을 위한
과제 점을 제시함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지원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고, 관련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의
개선방안을 검토함
- 사업의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지원 원칙을 설정하고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을 검토함
- 또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의 개선
방안을 검토함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용적 범위 및 추진주체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한 사업
추진원칙을 설정함
-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추진 체계, 사업평가 체계, 재원확보방안, 사후 관리 방안 등
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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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및 목표
○

제주형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에 의한’ 주민참여형 사
업지원 및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제주형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의 정주환경개선, 공동체활성화, 소득창출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마을을 위한’ 사업지원 및 추진체계가 구
축되어야 함

○

제주형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사업은 제주지역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및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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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비전 및 목표

○

주민에 의한, 마을을 위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
을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활동을 바탕으로 마을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마을활
동을 통해 ‘살고 싶고, 머물고픈 마을’조성을 본 기본계획의 목표로 설정함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고 4대 과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6대 실천전략과 18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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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전략수립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사업 행정지원체계 재정비 (실천전략-1)
-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의를 재검토함 (실천과제1-1)
Ÿ

기존의 단순 공모사업의 선정 및 유치를 통한 실적위주의 사업구상 및 추진을 지
양하고 제주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의를
검토함

- 기존 CB사업의 명칭을 변경함 (실천과제1-2)
Ÿ

커뮤니티비즈니스(CB)라는 생소하며 의미 불명의 용어로 인한 주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 저하를 해소하며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의 재정의에 따른 명확한 의미전달
을 위해 사업명칭을 변경함

- 행정조직의 지속성을 담보함 (실천과제1-3)
Ÿ

기존의 행정시별 상이한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센터와 행정과의 업무중복 등 실효
성 저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각 사업 단계별 지원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함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사업과 농촌현장포럼과의 차별화 (실천전략-2)
- 현장포럼의 지속성을 담보함 (실천과제2-1)
Ÿ

중앙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추진방법, 시
기, 제주형 사업지원체계와의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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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포럼 시기를 조정함 (실천과제2-2)
Ÿ

기존의 CB사업 1단계와 중복되는 사업 성격 및 시기에 따른 사업체계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현 CB사업 추진 이후, 중앙공모 신청 전 예비단계로 시기를 조정함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사업의 주민역량교육 기능을 강화함 (실천과제2-3)
Ÿ

기존 CB사업의 전 단계(1-3단계)는 중앙공모사업 및 타 부처공모사업으로 연계
하기 위한 사업추진 경험 축척, 주민조직 구성, 교육 등 체계적인 주민역량강화
단계로 설정함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사업 추진단 구성 (실천전략-3)
- 사업추진위원회를 의무화함 (실천과제3-1)
Ÿ

기존 CB사업 및 중앙공모사업 추진 시, 대상 마을 내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감독을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추진 위원회’ 구성 의무화함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개선 (실천과제3-2)
Ÿ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업추진단’구성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사업추진단 의무적 구성’을 명시함

-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함 (실천과제3-3)
Ÿ

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주체를 설정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
과 책임부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함

○

중앙공모사업 종료 마을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재진입 (실천전략-4)
- 사업추진위원회를 의무화함 (실천과제4-1)
Ÿ

기존 CB1단계 사업부터 중앙공모사업을 거친 후 사후운영 관리까지 소요되는 20
년을 기준 주기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함

-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변화함 (실천과제4-2)
Ÿ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 뿐 만 아니라 타 중앙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으로의 연계
를 위해 지속적인 마을조직구성운영 및 기반시설활용 사업추진이 필요함

- 시대적 요구에 따른 계획 환류를 추진함 (실천과제4-3)
Ÿ

사회적 여건변화, 제도 개선 등 시대적 환경에 유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시적
인 사업 추진 준비체계를 갖추어 다양한 마을사업으로 확대발전함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실천전략-5)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조직을 강화함 (실천과제5-1)
Ÿ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교육·홍보와 전문가 인재풀 구축 업무에
중점을 둠으로서 업무 범위 한정 및 신규센터인력 수급하여 업무분업화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 강화 및 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함

- 사업 발굴을 위한 마을자원 조사를 추진함 (실천과제5-2)
Ÿ

제주지역 읍면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 유휴시설, 특산물, 마을조직 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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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원현황 파악을 내용으로 한 마을 자원 전수조사를 계획함
- 기존 CB사업 1~3단계에 집중 지원함 (실천과제5-3)
Ÿ

마을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CB1-3단계 사업에서 주
민역량강화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 센터의 역량을 집중함

○

도-행정시-센터 간 중복지원 사업 정리(실천전략-6)
- 행정조직 내 역할 및 체계를 조정함 (실천과제6-1)
Ÿ

기존의 중복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 실적위주의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 칸막이 등
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CB사업의 각 단계별 지원주체를 구분 설정함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위상을 정립함 (실천과제6-2)
Ÿ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만들기 종
합지원센터 위상을 정립함

- 행정과 중간지원조직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 (실천과제6-3)
Ÿ

센터는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되 행정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행정과의 상화보완적인 연계협력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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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특별자치도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성용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은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됨

○

도청종사자 및 민원인 증가와 더불어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을 위한 시설공간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현 도청사는 건립 된지(1청사 1980년, 2청사 1979년) 39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사무 및 민원업무 공간의 협소, 근무공간의 분산과 이동동선의
혼잡 등 문제점이 발생함

○

이러한 현 도청사의 업무환경개선 및 행정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민원인업
무 공간, 회의실 확보 등 현 도청사 배치에 대한 외부 검토를 통한 재분석이 필요함

○

공원 및 공공시설의 공간에 보행로를 확보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
해 여성·아동·고령자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
해야 함

○

타 지역은 사무공간만의 아닌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 및 복지공간을 제공하여 복합공공
청사의 공간으로 도심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1청사와 2청사 사이에 위치한 제주지방경찰청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경
찰청사부지(이하 ‘확보필요청사’라고 함)를 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향후 활용계
획 등 변화되는 청사 여건에 능동적 대응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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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과업 수행 체계는 크게 5단계로 제시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세부내용을 제시함

○

기초조사
- 제주지역 현황 분석 및 여건 분석을 통해 도청사 건설을 위한 부지 활용의 정당성
및 근거를 제시함

○

도청사 공간 및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조사
- 도청사 종사자 및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청사 공간 및 이용현
황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조사함

○

사례분석
- 국·내외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신축관, 입지조건, 특성 등을 분석함

○

부문별 계획 수립
- 건축, 교통, 동선, 경관 등 각 부문별 기본방향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 방안 수립
- 사업비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 투자계획, 관리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함

기본방향 및 목표
○

도청사 정비 필요성
- 제주도민들의 행정업무 편익 증대와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쾌적성함을 제
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도청사 공간을 재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 설
정이 필요함
- 특히 제주도청 인접한 제주지방경찰청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이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공간 확보 및 기존업무공간의 재편을 청사위한 청사
신축을 고려함
- 기존 청사는 본관과 별관, 제2청사 등으로 분산되어, 종사자들의 업무연계 및 불편
이 가중되고 민원인들은 청사내 복잡한 동선으로 불편하여 정비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도청사는 민원인들에게는 내부동선 및 보행동선이 안전하지 못하고 복잡하며,
별관이 많고 업무 분산으로 혼란하고 민원인이 만나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함
- 도청내 근무자들은 출퇴근시 차량이용의 불편 및 제약이 있고, 청사내 부서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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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협력이 불편하며 휴식공간 및 사적공간이 부족함
- 주변주민들에게 도청사는 주차공간의 부족을 가져오며 도청으로 인해 생활도로가 복
잡하여 정주여건의 악화, 커뮤니티 공간 및 중심성 부재
- 관광객들에게는 현재 도청은 랜드마크의 역할이 약하고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핵심
공간이 아니고, 외국은 청사가 도시의 중심이지만 현재의 공간은 기억하고 방문하고
픈 매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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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용자를 고려한 도청사 현황 및 문제점

○

이용자를 고려한 개선방안
- 도청사 정비를 통해서 민원인들에게는 도청이용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며 원스톱
원통행 행정서비스를 제공가능토록 하고 공원같은 청사 제공하도록 함
- 청사 정비로 도청내 근무자들에게는 대중교통 출퇴근이 편리한 청사, 도청내 관련부
서간 협업과 만남이 편리한 청사, 사적공간 및 휴게기능 확대, 부대 편의기능 확대를
통한 근무하기 좋은 곳으로 개선
- 주변주민들에게는 청사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생활권의 중심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도민친화형 공간 확보
-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제주의 대표공간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관광객들이 찾
고 싶은 공간 및 기능을 부여, 관광객들이 기억하고픈 상징공간화하도록 하며, 제주
의 상징, 역사,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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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청사 개선방안

기본계획구상
○

현재기능 및 향후 기능(안)
- 제주도청사는 현재 제주도의 행정 및 공공기관의 중심적인 위상과 기능을 가진 곳이
지만 건물만으로 보면 상징성이나 랜드마크성은 부족해 보임
- 현재 주 이용자들은 근무자(종사자)들과 민원인들이며 공용 공간 및 부대시설의 부
족과 청사분산으로 인해 덥거나 눈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
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도청사 재정비를 통해서 현재기능을 고도화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 및 도민
친화형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종사자 및 민원과 관광객들까지 고려한 복합화, 다
양한 청사기능을 확보하고자 공간혁신 등을 통해 공용공간을 확보코자 함
- 또한 제주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찾고 싶은 공간, 기억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자 함
- 제주관광의 핵심지역으로 기능과 위상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예를 들
어 제주월컴센터를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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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청사의 현재기능 및 향후 방안

○

제주도청사 공간 확보 목표 및 추진방향
수
탁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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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추진체계
○

공간구상안(1안) : 리모델링
- 개요 및 장단점
Ÿ

제1청사, 경찰청, 2청사 공간 리모델링

Ÿ

현재 공간을 유지하고 건물만 개조하여 활용

Ÿ

주변여건 및 최소한의 비용과 기능만 부여함

Ÿ

청사 공간만 확보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 확보는 어려움

- 규모 및 사업비
• 규모 : B1F~5F

• 연면적 : 51,460.00㎡

• ㎡당 공사비 : 816,000㎡

• 총 공사비 : 419억원

※ 건축사의 견적 단가에 의해 산출함

○

공간구상안(2안) : 부분신축
- 개요 및 장단점
Ÿ

제1청사 기존 건물 활용하여 타 용도로 활용(ex. 도시역사박물관 등)

Ÿ

경찰청, 제2청사를 통합 활용하여 신청사로 신축

Ÿ

제1청사 건물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최대한 존중

Ÿ

현 청사 공간의 비효율성 개선, 민원인 편의 제공,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장소 제
공이 가능함

- 규모 및 사업비
• 규모 : B1F~6F

• 연면적 : 68,994.57㎡

• ㎡당 공사비 : 2,202,111㎡

• 총 공사비 : 1,519억원

※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조달청)을 참고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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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상안(3안) : 압축 개발
- 개요 및 장단점
Ÿ

제1청사와 제2청사는 존치하고 경찰청 공간을 압축 개발하는 공간구상

Ÿ

청사기능과 부대시설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

Ÿ

장소성, 상징성 확보가 가능함

Ÿ

도청사 공간의 향후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임시방편적인 공간구상, 주변지역
경관적 조화가 우려되는 방안

- 규모 및 사업비
• 규모 : B1F~14F

• 연면적 : 36,157.66㎡

• ㎡당 공사비 : 2,227,250원

• 총 공사비 : 805억원

수
탁
과
제

※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조달청)을 참고로 산출함

○

공간구상안(4안) : 전면신축
- 개요 및 장단점
Ÿ

활용 가능한 공간 모두를 이용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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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1청사, 경찰청, 제2청사 통합과 도민 및 관광객들도 더 불어 활용하는 구상임

Ÿ

가치 있는 건물의 철거와 도정의 철학과의 부합성 문제가 있음

Ÿ

도민, 주변기관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추진의 장기화 우려(비용 및 추진 기간 장
기화)

- 규모 및 사업비
• 규모 : B1F~6F

• 연면적 : 77,425.00㎡

• ㎡당 공사비 : 2,202,111원

• 총 공사비 : 1,704억원

※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조달청)을 참고로 산출함

○

공간구상안(1~4안) 결정을 위한 조사
- 개요
Ÿ

현 도청사 내 시설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변환경과 관련하여 향후 도민친화형 도청
사 계획 수립에 있어 전문가(AHP)들의 의견을 수렴함

Ÿ

청사의 기능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 기능성, 개방성, 상징성, 확장성에 대
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대안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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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탁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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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용역
이성용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 개발수요의 증가로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자
연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계획 및 수립지침 마련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확대

○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대상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 마련 필요

○

상위 법령 및 계획 등을 고려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적 개발유
도 및 자연환경보전 방안 동시 마련 필요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
동위원회 등의 각종 심의(자문)기준으로 활용

○

도시계획 체계 속에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발전적 방향 설정
- 상위 도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개념 정립을 통한 바람직한 역할 제시

○

제주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제시
- 제주지역 여건 및 제도적 변화에 대응가능한 구체적인 재정비지침의 설정으로 지구
단위계획의 실현성 제고
-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각종 개별사업의 계획적 개발유도와 수려한 자연환
경 보전 방안을 동시 마련하여 수립지침의 실효성 증대

○

지구단위계획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기준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인 조정기준 및 원칙을 마련하여 내용의 합리성 제고
- 적극적 주민참여방안,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 행정절차 등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상세운영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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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시간적 범위 : 2018년(기준년도 2017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내용적 범위
- 제주지역 도시계획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Ÿ

주요 개발사업 현황 분석 : 사업규모, 내용, 적용기법 등

Ÿ

지구단위계획 현황 분석

Ÿ

도시계획현황 분석 결과 종합 및 문제점 도출

Ÿ

주요 사례조사(지자체) 결과 정리 및 시사점 도출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개요(총칙)
Ÿ

지침의 의의, 기본원칙, 법적 근거

Ÿ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입안 및 결정절차 등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Ÿ

부문별 : 기반시설, 교통처리, 가구 및 획지, 건축물, 경관, 고도관리 등

Ÿ

유형별 :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용도개발형, 사전협상형 등
수
탁
과
제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Ÿ

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인센티브 기준 등

Ÿ

주요 관련계획 등의 심의기준과 연계방안

- 기타 세부자료
Ÿ

근거자료 : 이론자료 및 설계자료 등 정리

Ÿ

지구단위계획 대장정리(기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 현황
-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동북아지역 중심에 있으며 18개 주요
도시와 인접함
-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우리나라(서울), 일본(도쿄, 오사카), 대만(타이페이), 중국(베
이징, 상하이 등)을 포함하여 인구 5백만 명 이상의 도시 18곳의 중심에 위치함
- 총 면적은 2018년 현재 약 1,850㎢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85%를 차지하며,
79개의 부속 도서(유인도8, 무인도71)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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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지구단위계획 분석 및 문제점
- 제주지역은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02년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 2006년 지방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함)」을 제정하였
고,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개
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증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
를 달성하였음
- 이러한 제주도의 눈부신 외적 성과와 성장은 제주자연환경의 훼손을 그 대가로 지불
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관광개발의 낙수효과는 도외로 유출되
어, 도민과 동떨어진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켜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
을 떨어뜨리고 있음(안균오, 2017)
- 결과적으로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
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개발사업은 따라 제주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이 되고 있음

○

제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 제주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23개소(약 69.7㎢)이며 제주시에 79개소, 서
귀포시에 44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표> 제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23

69,726,557.5

79

43,180,520.7

44

26,546,036.8

도시지역

54

16,017,400.7

36

12,648,994.7

18

3,368,406.0

소계

69

53,709,156.8

43

30,531,526.0

26

23,177,630.8

관광휴양형

52

46,765,313.0

34

28,607,262.0

18

18,158,051.0

산업형

10

673,059.0

6

341,989.0

4

331,070.0

특정형

6

5,535,375.0

3

1,582,275.0

3

3,953,100.0

복합형

1

735,409.8

-

-

1

735,409.8

주거형

-

-

-

-

-

-

비도시
지역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54개소(제주시 36개소, 서귀포시 18개소)로 제
주지역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약 43.9%가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면적으로
는 22.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69개소(제주시 43개소, 서귀포시 26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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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가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제주지역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 면
적이 77.03%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나목에 근거하여 도
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2015년 8월에 설정·지정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평화로, 산록남로, 서성
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산록북로, 1100로, 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
는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중산간지역과 산간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 단,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를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목적의 사업의 경
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기반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 기반시설(하수도) 현황 및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의 지단지침에서는 제4장 주거형지단 수립기준 제1절 4-2-6 (1) 계획구역에
서의 하수도는 간선하수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
- (2) 계획배수면적을 기준으로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 등 계획하수량을 추정하여
하수관거·배수펌프장 등 하수도시설을 계획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
본계획과 하수처리장 확충계획 등을 고려한다
- (3)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하수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안권
자가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하수도와 오수처리시설을 통
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다
- (4) 당해 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제주지역의 하수관로 설치 현황은 20년 이상 25년 미만 1,493,689km(37.0%),
10년 이상 15년 미만 823,029km (20.4%), 5년 이상 10년 미만 729,617km
(18.1%), 15년 이상 20년 미만 611,278km (15.0%), 5년 이하 382,924km
(9.5%)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노후 하수로관 개선을 위한 예산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60백만
원에서 2017년 2,870백만 원으로 2,210백만 원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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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관로 설치 현황
(단위: km, %)

사용 연수

5년 이하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연장
(총연장대비비율)

382,924
(9.5%)

729,617
(18.1%)

823,029
(20.4%)

611,278
(15.0%)

1,493,689
(37.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

개선방향
- 기존이 상수도기본계획 및 공공상수도 공급 가능성이 지단사업 추진의 시발점이 되
어야 할 것임
- 공공하수도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하수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인 경우 자체처
리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상 불가한 경우에는 관련계획에서 확보된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이외에 별도로 처리용량 확보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만 사업허가를 주도록 함
(2018년10.28일 행감: 대형사업장 자체 하수시설 마련)

○

개선방안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단인 경우는 자체처리방안을 제
시하고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합당한 경우에만 사업의 심의 및 추진을 인정하도록 함
- 일정규모이상(지구단위계획 규모 및 향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자체처리 하고, 개인
및 개별건축허가인 경우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 지하수 보존을 도모하도록 함

□ 기반시설(공원) 현황 및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의 지단지침에서는 제4장 주거형지단 수립기준 제1절 4-2-7 (1)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 등 구역내 공원 또는 녹지의 총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 (1) 구역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인구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
역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2) 구역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인구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
역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제주 도시계획조례에서 면적 15만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제주지역 지
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됨
- 향후 도심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사업대상 주변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개공지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Ÿ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으로 인한 적극적인 공원녹지 및 공지등의 기부채
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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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인한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사업도 존중
되어야 하지만 주변주민들에게 시설의 공유 및 활용,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의 확보
등도 보다 더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됨
-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시설이나 공원녹지 및 공지 등의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야 함

○

개선방안
- 또한 이러한 기부채납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면 이것에 대한 가이
드라인은 타지역의 기부채납 관련 기준 등을 토대로 제주지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
침에 반영코자 함

□ 가구 및 획지 현황 및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의 지단지침에서는 제4장 주거형지단 수립기준 제1절 4-3-1 (1) 획지의 형
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
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
는 것이 좋다.
-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
준으로 한다.
- (4)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
(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보행자의 주동선 방향이 긴 가구로 단절되는 경우에는 보
행자전용도로를 가구의 장방향과 직각으로 배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제주 도시계획조례에서 면적 15만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국토부의 지단지침에 4-3-3. 아파트용지의 가구계획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당
해 구역의 여건 및 계획 목적에 따라 수립한다. (1) 하나의 근린분구(아파트단지)는
공급처리시설의 효율적 공급, 주거환경의 쾌적성, 최소한의 생활편익시설(소규모 근
린상점, 어린이 놀이터)의 확보,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500~1천 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며, 3~4개의 근린분구가 모여 하나의 근린주구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2) 근
린분구는 인구 약 700세대(약 2천명)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근린분구 중심
과의 최대거리는 100~150m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3) 근린주구는 2천~4천 세대
(약 6천명~1만 2천명) 규모로 간선도로 또는 녹지에 의하여 다른 근린주구 또는 용
도지역과 구분하고, 근린주구 중심과의 최대거리는 약 300~400m로 설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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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4) 경사지인 경우 계단식 배치로 경관을 유지하고 조망·경관·일조권 등을 고
려한다.
-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5층 이상)는 건축가능 건축물이 아니므로 완화가 가능한 경
우가 아니면 불필요한 사항
○

개선방향
- 국토부의 지단지침에서와 같은 기준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도시계
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 기존에 제한 폐지하는 바람직할 것임
-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5층 이상)는 건축가능 건축물이 아니므로 완화가 가능한 경
우가 아니면 불필요한 사항

○

개선방안
- 제주 도시계획조례에서 면적 15만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제주지역 지구
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됨
-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5층 이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주형지단지침에 반영토록
하며, 주거형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제시코자 함

□ 진입도로 등 현황 및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확보되는 도로나 기부 채납되는 공원 등에 대한 기준
및 관리가 없는 상태임
- 타시도에서는 도로나 공원, 기타 기부채납하는 시설을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사업주체들이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대상부지 내부도로인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진입도
로나 연계도로 등의 경우에는 공공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현재 유지관리
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기부채납을 하고자 해도 공공에서 수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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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임
-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필지별로 개발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필지
별로 진입로가 생기고 있는 실정으로 기형적인 도로구조 및 불필요한 도로가 늘어나
고 있음

○

개선방향
- 향후 공공에서 관리하지 않는 진입도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또한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도로와의 연결 등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고 안전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으로 인해서 교차지점이 생기는 곳에서는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적극 도입되고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지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까지의 진입도로의 경우는 주변지역 주민들도 활용함에
따라 공공에서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방안
- 도로나 공원의 경우에는 사업들의 전유물이 아닌 주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
하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코자 함
-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심내 주거형 지단인 경우에는 설계초기단계부터 필지내 공동주
차장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코자 함
- 또한 기존의 부설주차장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인접필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설치를 도모하거나 확장형(최소폭 2.5m) 설치하여 야간에 차량들이 도로가 주차면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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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현황 및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자료 :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강우원, 2013.4.10, “기반시설 기부체납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해외사례” 세미나
자료 재구성)
-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
-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 활발한 적용이 필요하지만 실제는
유사 개념의 혼재와 다양한 관련규정에 따른 혼란이 있음
- 기부채납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의 정의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채납의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
고 있음. 단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조건부여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이것을 기부채납으로 파악 할 수 있음
Ÿ

즉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개발시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율, 건폐
률, 높이 등 완화가 가능함

- 기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주비 기부채납 간주, 주택법에서는 관련없는 용지의 기부채납
불허,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에서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조세기준이 있음
- 자투리 토지를 제공하거나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성 없이 설치하여 기부채압하는 경우
- 기부채납되는 공원이 공동주택의 부속공간으로 인지, 공공시설로의 접근성과 인지성
이 떨어져 활용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가 많음
- 주변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용률이 저하
○

개선방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특정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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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기부자에게 시설사용수익원 내
지 시설관리 운영권을 제공하는 경우
○

개선방안
- 진입도로의 공동 활용(현재 필지별) 및 주간선도로에 진출입은 지양하도록 함
- 제주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사업을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특정재산을 기부
채납 받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임

수
탁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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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주거복합개발사업 모델발굴
연구 용역
이성용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한 개발수요의 증가는 기성시가지 보다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쏠림이 생기고 있고, 원도심 일대는 정주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원도심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인구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
구되고 있음

○

원도심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 및 정주인구 확보는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도
심 일대 도시재생과 더불어 중심시설의 확보가 중요해짐
- 특히 커뮤니티 중심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주거
복합개발 등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원도심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거복합개발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적인 검토 기
준이 필요함

○

조성된지 오래된 원도심지역의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공공성 확보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
인 토지이용 방안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비가 요구됨
- 따라서 기존 제도들을 검토하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제도 관련 시
행지침을 검토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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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의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

원도심의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안 마련

○

주민참여, 사전협상 등을 통한 주거복합개발 시범사업 추진 제안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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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제주시 원도심 일원

○

원도심 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원도심 지역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공공성 확보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

○

원도심 지역의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제도 관련 사례검토
- 원도심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도 평가, 협상절차·기준 등 검토

○

제주지역 경제와 생활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환경 및 생활요인들을 재생 방안 마련

○

주거복합개발 모델제시 및 후보지역 제시

○

제주지역 원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
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기본방향 및 목표
○

원도심 활성화 개선 방안 기본방향
- 전면적이며 대규모 사업추진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제도적·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따라서 자이미 레르네르가 주장한 “도시침술” 기법을 원도심에 적용하여 원도심 활
성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그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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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 일본 및 외국의 사례와 같이 압축고밀의 랜드마크 조성 검토
- 기존의 인프라 부담능력을 고려하고, 공공기여도를 평가하고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기존고도의 140% 범위내에서 완화를 검토

○

원도심내 공유지 및 민간 토지를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 제시
- 공유지 및 민간토지 중 일단의 토지형성이 가능한 곳 검토

○

원도심 일대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올래를 기반으로 공간구성을 올래유닛 모델을 하도
록 함

○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사이의 전이공간을 커뮤니티 공동시설 및 녹지 등으로 조성하는
모델로 일단의 주거지(기존 20-30호 단위의 가구단위)로 개발함
- 서울형 저층 주거지 재생모델(SH공사), 가로주택정비사업(LH공사)와 같은 사업형태
로 추진함
- 커뮤니티 시설 설치 및 도입기능과 규모 등은 사전협상을 통해 주민들과 사업주체
(공공)가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함

○

브랜드명칭 : 제주형 주거복합개발사업 ⇒ 제주올레재생사업

○

의미 : 올레는 좁게는 ‘(큰 길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을 의미, 넓은 의미로는
강한 바람이 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 때문에 발달한 주택구조 중 하나의 형태로 큰 길
과 가옥을 대문으로 바로 잇지 않고, 제주도에 많은 현무암으로 돌담을 쌓아 짧은 골목
을 만들어 이어주는 구조를 통해, 강풍이 곧바로 가옥에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을 하는 구조의 주택을 의미

○

제주형 주거복합개발사업은 전통적인 가옥구조 방식인 ‘올레’의 골목길과 골목길을 통
해 연결된 주거구조를,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발달에 따라 대규모 주거복합모델(단독형,
단지형)에 적용하여 도입하는 사업을 의미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유형 구분은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참조로 하였고 제주지역에 적용한다고 어떤
것들이 가능할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서울 등 타지역에서 추진중인 사전협상제도나 기추진 사업들을 고려하였음

○

주거복합개발을 위한 유형구분은 향후 사업추진 및 실현가능성 등이 담보되어야 할 것
임에 따라 제안된 것은 참조 사항 일뿐이며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이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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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거복합개발 유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일단의 블록으
로 제안하였고, 구역의 경계는 주민들의 현재 생활권 및 지형지물(도로 경계 등)을 기준
으로 함
- 제시된 구역들은 타지역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안하였고, 제시된 경계들은 사업추진
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축소 및 확대도 가능할 것임

○

제주형 주거복합개발 사업을 제시하기 위해 원도심내 현황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A, B, C, D)으로 구분 제시함

수
탁
과
제

[그림] 유형별 제시 사례

세부사업 추진체계
○

8가지 유형별 검토 및 시범지역 제시(안)

○

주거복합개발사업 모델의 발굴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제시된 8개의 후보구역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

8개지역중에서 3가지에 대해서는 우선 A-2 지구, B-1 지구, D-1지구를 시범사업 추
진지역으로 제안함
- A2, D1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뉴딜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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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나가고, 추진성과를 보면서 향후 추진(ex.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검토가 필
요함
- 제시된 지구는 개략적인 조사에 근거한 것임에 따라 사업 추진시에는 보다 세밀한
현황분석 및 여건(주민참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B1 사업의 경우에는 면적과 세대수 및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가 1필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민간개발이 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
업을 위한 토지주와 협상 추진 필요
- 나머지 5개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위 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서 향후 후보지별
추진방식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표> 8가지 유형별 검토
정비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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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역 현황

구역특징

면적
(㎡)

소규모주택정비법

A-1

주거+상업,
9개 사업

획지별~45
세대로 다양

59,290

○

○

A-2

주거+상업,
13개 사업

80,369

○

○

B-1

주거,
1개 사업

B-2

도시정비법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비고

○

시범사업으로
추진

11,106

○

시범사업으로
추진

상업,
9개 사업

44,529

○

B-3

주거+상업,
13개 사업

95,327

○

○

B-4

상업,
10개 사업

49,333

○

○

C-1

주거,
1개 사업

19,661

D-1

주거,
1개 사업

44,499

○

○

○

시범사업으로
추진

2018년도 연구결과

결론 및 정책제언
○

도시계획의 문제점 개선 및 기존도심 활성화
- 도시화의 진전과 개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도심 및 효율적인 밀도를 부여한
압축개발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부각되고 있음
Ÿ

토지이용 효율화와 직주근접의 실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절감, 대중교통체계 중
심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 혼잡 완화가 장점임에 반해,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기반시설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어메니티 및 개인 사생활침해, 토지이용 혼합으
로 인한 마찰도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역 경제와 생활의 중심지였던 제주시 원도심의 환경 및
생활요인들을 재생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Ÿ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주민참여와 공모방식 및 사전협상 등 을 통해 주
거복합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고려중에 있음

- 하지만, 기존 도시계획제도를 활용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복잡하고 번거로움이 발생함
Ÿ

또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 간 연계성이 떨어져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대한 설정기준 및 판단근거 등 방향제시가 부족함

- 더불어 과다한 물량 추정, 위치표시의 불명확 등 시가화예정용지의 지정범위가 불명
확하여 계획적 관리도 곤란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지정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이며, 상위기관 협의 등 승인기간이 여전히 장기화 되
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것이 현실임
- 특히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첫째, 용도지역이 보다 세분되지 않아 세밀한 도시관리
곤란(주로 대도시)하며, 용도지역이 너무 세분되어 도시관리가 곤란(유사한 용도지역
이 많은 관리지역)하고, 용도지역간 차별성이 부족(1,2,3종 일반주거지역 간)함
○

주거복합개발사업 사전협상제도 활용방안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
과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개별 노후 주택의 재생 등 모든 경우에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
정 규모 이상의 일단의 토지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고, 복합개발을 통해 압축
고밀 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개발이 가능하며, 사전협상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이 가능한 입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용
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거복합개발사업에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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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보다 많은 검토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법‧제도적 기반 마련시 주거복합개발사업의 유형을 사전협상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안)”이
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용지침(안)”등에 관련 내용을 포
함할 수 있음
- 둘째, 서울시 등 광역 시도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구역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이용에 제약이
많은 제주지역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Ÿ

따라서 사전협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
관계자 포함)이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음

Ÿ

즉, 다양한 주거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자
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셋째,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도특별법」 제147조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 제406조 국토계획법에 관한 특례에 따른 사업 구역과 더불
어 적용 대상사업에 주거복합개발사업 등을 위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포
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사전협상제도 적용 대상면적 기준을 최소할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등 대도시
의 경우 1만㎡ 이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유휴 면적의
토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면적기준을 3천㎡이상 혹은 면적 기준 자체를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주거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상에 있어 공공기여율 산정기준을 증가된
용적률의 50% 내외로 하되, 제주지역의 경우 고도제한(높이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용도지역 변경과 동일하게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므로, 고도제한(높이규제)가 완
화되는 경우에도 완화되는 높이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공공기여의 종류는 기본 원칙을 따르되 주거복합개발사업의 특성 상 주거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공공기여(전략)시설로 포함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 등의 공공기여비율에 따라 도시계
획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Ÿ

서울시 강동 승합차고지 사전협상사례에 있어서도 별도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도입시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마련한 이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전협상을 원만
히 마무리할 수 있었음

○

주거복합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검토
-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기인하는 용도지역 및 고도제한 규제가 불가피하게 운
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가 자율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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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함
Ÿ

따라서 주변의 여건 및 경관상 상충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도제한
(높이규제) 완화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급속한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제주도민의 삶
의 질 제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요구되고 있는 상
황임
Ÿ

이러한 불가피한 개발사업의 압력에 대응하면서도 해안이나 산간지역 등 자연환
경이 양호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기존 도심지역에 대해
서는 적극적인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존 원도심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이 수익성을 쫓는 소유주나 건설업자
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제주도민에게 분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Ÿ

따라서 주거복합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협상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위해서는 추가
적인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제주지역 공공기여(안)에 대한 추가 분석
- 주거복합개발의 인센티브나 개발이익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 등을 위해서는 제안된
제주지역 공공기여(안)을 토대로 심도 있는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제주지역은 개발로 인한 도로나 주차장 등과 같은 공공인프라에 대해 기부채납
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함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통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 2025년 도시관리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건축
물 높이 관리
Ÿ

특정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용도지역 기준으로 고도지구 경계 조정

Ÿ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따르며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 도시
관리계획으로 추진(이후 최고고도지구 해제)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른 건축물 높이 관리
Ÿ

특정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용도지역 기준으로 고도지구 경계 조정

Ÿ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따르며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 도시
관리계획으로 추진 이후 최고고도지구 해제하고 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건축물
높이 관리

○

특별건축구역 검토 및 고유의 공간구상 필요
- 제주지역 주거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형태의 사업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임
- 향후 제주지역에서 주거복합개발 및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일단의 블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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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내의 공간축은 올래유닛(olle unit)을 기본으로 설계하면 좋을 것으로 판
단되며, 나아가 현재 추진중인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반영시킨다면 제주
만의 고유 공간형성이 가능해질 것임
○

주거복합개발 유형별 제시
- 주거복합개발 유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등을 고려하여 일단의
블록으로 제안하였고, 구역의 경계는 주민들의 현재 생활권 및 지형지물(도로 경계
등)을 기준으로 함
Ÿ

타지역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안하였고, 제시된 경계들은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축소 및 확대도 가능할 것임

○

시범사업 추진 및 설계비 지원
- 제시된 8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유형이나 사업모델, 규제완화 방안, 제도개선 방
안 등 큰 개념에서 제안하고 실질적인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 제시된 8개 후보지중에서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주거복합개발 모델의 적정
성을 검정한 이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함
- 원도심의 많은 주택이 1~2호의 노후주택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부 리모델링 비용지
원을 통한 자율정비형 방식의 개별 단위의 정비사업이 불가피하고, 제안된 후보지의
경우도 전체 대상이 아니라 가능한 것들을 제안한 형태라 별도의 부지도 적용이 가
능함
- 후보지역에 필요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용을 도에서 부담하고 블록별공동주차장의 설
치나 기초적인 인프라 확충도 같이 고려해주는 것도 주거복합개발에 주민들의 관심
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행정에서는 기초적인 인프라와 기본적인 계획의 틀을 제공하고 주민들은 노후주거지
개선을 한다면 새로운 주거복합모델 개발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도시재생 추진팀 안정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기존도심내 주거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추진 부서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직개편이 잦고 업무의 연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제주형 주거복합개발의 지속성 확보 및 성공을 위해서 도시재생 추진 부서의
확대 및 연속성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의 채용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주거복합개발 사업의 추진시 제주 도시재생센터와의 협업 및 업무분장 등을 통
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함

○

사전협상제도 규모 검토 및 프로세스 활용
- 서울시의 경우 1만㎡ 이상의 부지를 사전협상제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잇는데 제주
지역은 이러한 부지의 확보가 곤란하여 1만㎡ 미만 소규모 부지에 대한 유형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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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전협상 기준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사전협상제도에서 일련의 협상내용 및 프로세스는 향후 제주지역내 개발사업
추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에서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임
○

도시재생사업 선제적 준비 및 추진 도모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중앙에서 공모가 나오면 후보지를 찾고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공모하는 상황임
- 따라서 공모에 대응하여 사업을 준비하기 보다는 미리 제주도 전역에 대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공모에 대비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 및 내부적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어서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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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지역 주요 노후 인프라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이성용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 지역 인프라 실태에 대한 진단과 지역의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
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성 제시

○

최근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및 노후 인프라 대응 움직임에 발맞추어 제주지역 인프라
투자 유도

○

지역의 노후 인프라 정책 개관

○

주요 시설물별 노후 인프라 세부 대응 동향

○

주요 시설물 또는 인프라 유형별 노후화(성능 개선) 대응 사업추진 현황, 대책 및 계획

연구범위 및 방법
○

지역의 노후 인프라 정책 개관
- 최근 제주지역 내 노후 인프라 관련 정책 및 이슈, 지자체 차원의 노후 인프라 대응
논의 동향 등

○

주요 시설물 현황
- 계량적 현황(면적, 길이 등), 설치 경과년수(5,10년 단위), 시설별 관리주체 등

○

주요 시설물별 노후 인프라 세부 대응 동향
- 예산 투입동향, 관련 조례 등 법규, 기타 노후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 이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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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설물 또는 인프라 유형별 노후화(성능 개선) 대응 사업추진 현황, 대책 및 계획
- 현재 추진사업 및 개선 대책(계획 등)의 사업내용(추진시기, 재원조달 등 포함)
- 자료 접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 요망 : 지자체 및 지역 내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단체 등
- 세부적인 시설물의 유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조사 가능

기본방향 및 목표
○

제주지역 상·하수관로의 경우, 사용연수 15년 이상 관로가 전체 설치 연장 대비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향후 경년관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유지관리 및 개·보수 관련 예산 확보계획의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제주지역은 상주인구, 체류인구(관광객)을 고려해야 함에 따라, 타 지역보다 더
많은 국비지원이 필요하나 상황이 여의치 못함

○

제주지역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주택)은 사용 연수 20년 미만의 주택이 약 7할을 차지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유입인구 증가, 부동산 호황 등으로 인해 최근 10년 이내의 공
동주택 건설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됨

○

제주지역 전통시장 28개소 중 사용연수 40년 이상의 시장이 16개소로 50% 이상을 차
지하며, 이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전체 발전시설의 사용연수가 15년 미만으로 비교적 최근에 건설
된 시설이나,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발전시설은 23개 중, 20개가 민간소유의 시설로
서 향후, 민간소유 발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대한 도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됨

○

제주지역 교육시설의 경우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시설이 전체 시설물 대비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설물 안전평가 등급 미지정 건물이 36.8%로 나타남1)에 따라 100
㎡ 미만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평가의 실시가 필요할 것임

○

제주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살펴보면, 최근 인구급증, 관광객 증가 등의 유입인구의 증
가로 말미암아, 공동주택, 항공시설, 침수저감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사용
연수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상수관로, 하수관로, 교량, 전통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용연수가 오래되었
고, 노후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의 교체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100㎡ 미만 시설물은 등급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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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기반시설(유통·공급 시설)
○

상수도
- 제주지역 상·하수관로의 경우, 사용연수 15년 이상 관로가 전체 설치 연장 대비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향후 경년관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에 따라 유지관리 및 개·보수 관련 예산 확보계획의 검토가 필요함
- 노후 상수관로 개량에 의한 누수(漏水)를 절감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필요
Ÿ

15기준 유수율 44.5% (전국 84.3%), 누수율 41%(전국 10.9%), 1일 174천
톤 누수

- 정수장 가동율 98.9%(적정가동율 75%), 2025년까지 180천 톤/일 부족 전망
Ÿ

누수량 절감 106천 톤, 지방상수도 70천 톤, 광역상수도 40천 톤 개발 보충.(유
수율 44.5%→ 83% 향상 시 1일 106천 톤의 누수를 절감, 부족용수대체)

- 투자여력 부족 및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주자치도 제외
Ÿ

2015년 결산:사용료 수익 525억 원, 필수경비 428억 원, 가용재원 97억 원

Ÿ

전국 최저의 유수율(‘15기준 전국 84.3%, 제주 44.5%)에도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주지역의 상수도는 제주도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년간 약 1500만명의 관
광객들이 이용함에 따른 배려와 타지역보다 많은 국비지원이 필수적
- 국가에서 전국 103개 시ž군을 선정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 7,880억원을 지
원할 계획이나 제주자치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됨
Ÿ

선정기준: 유수율 70% 미만, 누수율 20% 이상 지역
◀ 건 의 사 항 ▶

m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포함과 2019년 이후 노후 상수관로
개량 사업비 국비(50%) 지원을 건의 드림
○

하수도
- 제주지역은 발생하수량 급증에 따른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도내 8개 공공하수처
리시설 용량 확충하면 97.5천톤/일 증설 2,732억원이 필요함.
-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30
개 지구, 107km, 928억원 투자.
- 인구 조정, 관광오수량 반영 등을 통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확충, 제주(도두)하수처
리장 전면 현대화.
- 제주지역 하수도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의한 유입하수 증가로 처리용량 과부하,
읍･면지역 하수관로 등 인프라시설 확충,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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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가동 후 24년 경과로 시설노후화에 따른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 발생함에 따
라 전면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및 집단민원 해결하고자 함
◀ 건 의 사 항 ▶
m 하수도 정비 및 현대화로 인한 수혜는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
임에 따라 향후 하수도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건의 드림

○

교량, 도로
-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 지역 간 연결교통수단은 항공, 항만을 통해서이고 지
역 내 연결수단은 육상교통(도로)이 유일함
- 제주 외 다른 지역은 철도, 고속도로, 국도, 항공, 항만,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을 확
보하고 있는 것이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날씨(눈, 태풍 등)으로 인한 관리운영
의 어려움과 대체 교통수단을 보유하지 못함
- 따라서 도내의 도로망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여 지역 간 이동노선과 지역 내 생활권
도로 와의 위상정립과 이에 따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도내 주요 간선도로와 지역 내 생활권도로에 대
한 유지보수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져야 할 것임
- 제주 지역내 도로는 67만의 도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약 1500만명의 관광
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
에서의 배려가 요청됨
◀ 건 의 사 항 ▶
m 도로 외 교통인프라가 없는 지역이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중요함

○

기반시설(정주환경)
- 공동주택
Ÿ

제주지역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주택)은 유입인구 증가, 부동산 호황 등으로 인
해 최근 10년 이내의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됨.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 지진 등 재
난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요구됨

- 전통시장
Ÿ

제주지역 전통시장은 생활권중심 시설로 역할과 관광객들의 볼거리 및 체험거리로
각광을 받음에 따라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건 의 사 항 ▶

m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진에 대비한 대응사업이나 후속조치를
전국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ex) 피로티형 건물의 보강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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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교육, 문화시설)
- 교육시설
Ÿ

제주 지역 내 학교들은 사용년수가 오래되었고, 석면노출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
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Ÿ

우리나라도 지진 및 풍수해 등 자연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님에 따라 기존의 안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임

Ÿ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재난 시 대피소로 활용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
시설 점검 및 보완 및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건 의 사 항 ▶

m 학교 및 공공시설물은 재난재해 시 대피소의 역할을 겸함에 따라 형식적인 대피소가
아니라 대피소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비와 대응이 요구됨

○

신재생 에너지
- 풍력발전시설
Ÿ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목표로 하는 제주에는 20개가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향후,
민간소유 발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의 문제와 경관적인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Ÿ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해상 및 육상풍력
발전기의 경우 경관적인 유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러한 점에 국가적인 차원에
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전기차 충전시설
Ÿ

제주지역은 2018년 말 약 1만 5000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것으로 보이며 제주
지역 내 모든 차량의 전기차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

Ÿ

그러나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가정용 충전기외에 관광객들이 업무용으로 활용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등의 문제점이 있음

Ÿ

따라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및 기술적인 지원 등 다양한
대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건 의 사 항 ▶

m 해상풍력단지 조성시 지침이 될 만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
m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국비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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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계획 수립 지원
엄상근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재정분권 등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체감도
높은 계획 수립을 위해 광역 자치권(시·도) 단위의 미래 발전방향, 추진전략 등 지방정
부의 지역계획 수립이 필요

○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 지방정부와 긴밀한 소통·협력이 필요하며, 상호 간 소통 강
화 및 실효성 있고 유용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연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

이를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 간 위탁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제주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 수립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0년~2040년
- 통계 등 기준년도 : 2018년(2018년 자료가 없을 경우 가장 최신 자료 활용)

○

연구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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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미래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 분석 - 정합성 유지

- 제주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Ÿ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결과 분석 - 지역의견
의 통합성 유지

기본방향 및 목표
○

비전 :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도시

○

지향적 목표
- 제주도민 주도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

전략적 목표
- 혁신 제주
- 청정 제주
- 스마트 제주
- 평화 제주

비전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도시

제주도민 주도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ó

목표
혁신 제주

○

청정 제주

스마트 제주

발전전략
가. 균형발전 :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제주균형발전 실현
나. 도시관리·재생 : 항·포구와 연계한 도시재생
다. 교통·물류 : 국제자유도시 교통·물류체계 구축
라. 스마트·공간정보 : 제주형 스마트시티 조성
마. 국토방재·안전 : 자연재난에 높은 회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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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거·생활SOC : 생활기반형 주거와 서비스 확대
사. 지역산업 및 문화·관광 : 제주특화형 산업생태계 구축
아. 국토자원 : 제주 스마트 해양·환경자원의 이용
자. 국토환경 : 세계적인 청정환경 우수도시로 조성
차. 동북아·한반도 : 평화와 인권의 섬 조성
카. 계획 모니터링과 집행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실현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가. 균형발전 :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제주균형발전 실현
- 주요내용
Ÿ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에 위치한 제주혁신도시의 인력 및 인프라와 연계하여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제주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Ÿ

제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공공기관(국제교류 및 연수, 환경, 에너지, 해양 분
야) 이전 추진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Ÿ

서귀포 혁신도시와 연계한 국제 MICE산업 클러스터 조성

Ÿ

서귀포 혁신도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수
탁
과
제

나. 도시관리·재생 : 항·포구와 연계한 도시재생
- 주요내용
Ÿ

제주 북부지역의 신항만을 주요 경제거점으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및 제
주시 도심활성화 정책과 연계

Ÿ

제주 남부지역의 주요 관광지 및 지역거점을 연계하여 크루즈산업기반 확충을 위
한 쇼핑센터 건설, 크루즈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크루즈터미널과 주변지역 연계
관광시설 정비 등 추진 필요

Ÿ

또한, 제주도 해안 전역에 분포하는 항·포구는 휴게시설 및 인근지역의 문화, 역
사, 명소, 특산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등 지역의 재생공간으로 이용이
가능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Ÿ

제주신항만과 연계한 원도심재생사업 추진

Ÿ

제주 크루즈 관광 인프라 구축

Ÿ

제주 지역 재생공간으로 항·포구 개선사업

다. 교통·물류 : 국제자유도시 교통·물류체계 구축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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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국제자유도시 도약의 핵심 인프라인 제2공항 및 신항만 구축

Ÿ

제주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공항간 도로 및 공항-서귀포 간 연결도로 계획
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신교통수단 검토

Ÿ

동해안벨트(제주-부산-강원-원산-청진)와 서해안벨트(제주-인천-남포-신의주)와
연계한 한반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여객운송에 공영제 도입 등 검토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Ÿ

제주 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

Ÿ

제주권역 간 교통연결 체계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Ÿ

제주-육지부 해상물류 체계 구축

라. 스마트·공간정보 : 제주형 스마트시티 조성
- 주요내용
Ÿ

2017-2020년 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C-ITS 사업을 공간적
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기반 인프라 구축

Ÿ

제주의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반적으로 스마트
시티 조성을 추진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Ÿ

전기차 100% 전환 및 전기차 주행 인프라 구축

Ÿ

제주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마. 국토방재·안전 : 자연재난에 높은 회복체계 구축
- 주요내용
Ÿ

재난관리 자원, 인력, 피해현황 등 관련 정보 공유 및 통합관리 체계 운영

Ÿ

해양지진, 쓰나미 등 대형 해양재난 대응체계강화를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해양
예측 및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Ÿ

제주 자연재해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Ÿ

제주 해양재난대응체계 및 인프라 구축

바. 주거·생활SOC : 생활기반형 주거와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Ÿ

제주도의 지역․세대․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공공 주택 1만호 공급 등 촘촘한 주거
복지망의 구축

Ÿ

생활형 기반시설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지역 간 공유할 수 있
도록 공공서비스 접근을 ‘15분 지표’로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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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산업 및 문화·관광 : 제주특화형 산업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Ÿ

제주시권(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중심), 서귀포시권(혁신도시, 외국인투자지구 중
심)간 연계될 수 있는 융․복합 신성장산업인 제주 대표산업(프리미엄 식품 및 뷰티
화장품)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

Ÿ

제주를 샌드박스형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산
업 유치 및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

Ÿ

제주 전역의 복합형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문화시설 확충

Ÿ

제주형 웰니스관광 개발 지원 및 육성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Ÿ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거점을 연계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Ÿ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Ÿ

제주 거점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Ÿ

제주형 웰니스 관광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아. 국토자원 : 제주 스마트 해양·환경자원의 이용
- 주요내용
Ÿ

해양관광, 해양생태, 해양산업, 해양문화 등 시도별 특화된 해양특화사업을 통한
해양경제도시로 공동 발전 추진

Ÿ

제주도의 업사이클링 시설과 홍보/체험관 등 단계별 추진 후 집적화된 단지 조성

Ÿ

제주도의 장기비전인 CFI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제로에너지
도시건설 추진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Ÿ

제주 스마트 해양경제도시 조성

Ÿ

제주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조성

Ÿ

제주 전역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

자. 국토환경 : 세계적인 청정환경 우수도시로 조성
- 주요내용
Ÿ

제주도의 UNEP·IUCN 등 국제환경협력 체계 구축,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
련센터 설립 등 추진

Ÿ

제주도의 청정환경과 개발계획의 조화를 위해 도시성장관리 차원에서 원도심 재
생, 신규택지 개발, 컴팩트시티 등 검토

Ÿ

제주의 중산간과 해안의 우수경관에 대한 사유화 방지 및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곳은 경관관리 방안 마련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Ÿ

제주도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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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형 성장관리 방안 마련 및 적용

Ÿ

제주도 우수경관 경관관리 체계 구축

차. 동북아·한반도 : 평화와 인권의 섬 조성
- 주요내용
Ÿ

2012년부터 추진된 ‘비타민C 외교’ 확대, 제주~북한 간 평화크루즈 개설 및 남북
한 교차관광,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추진, 제주포럼 북한측 인사 초청 사업 추
진, (+1)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추진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Ÿ

제주도 남북교류 협력 추진(5+1사업)

카. 계획 모니터링과 집행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실현
- 주요내용
Ÿ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헌법적 지위 확보

- 국토종합계획 반영 제안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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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
김현철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은 “제주해상 풍력 2GW 개발 정책 추
진”을 연관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풍력자원의 공공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용·관리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함
- 제 특화된 풍력개발로 환경보전 및 국제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Ÿ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과세행정 선진화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선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한 과세자료 조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
요함

연구범위 및 세부내용
○

계획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Ÿ

기본계획 : 기준연도 2018년, 목표연도 2030년

Ÿ

실행계획 : 기준연도 2018년, 목표연도 2022년

- 공간적 범위
Ÿ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육‧해상 포함)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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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1차 풍력발전계획 평가 및 제2차 계획 개요

Ÿ

풍력산업 현황 및 사례분석

Ÿ

정부 3020 에너지정책과 지역여건분석

Ÿ

풍력발전지구 입지선정기준 재수립 및 공공적 관리방안

Ÿ

풍력사업화 및 연관산업 발전방안

Ÿ

재원조달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풍력발전계획은 1차 계획 대비하여 크게 구체적 보급목표, 제도
개선 등에서 차별을 보이고 있음
- 풍력발전단지 보급목표는 1차 계획의 경우 1단계(∼2017년)와 2단계(∼2030년) 계
획이 2차 계획에서는 1단계(∼2023년)와 2단계(∼2030년)로 변경됨
Ÿ

(육상풍력) 1단계 : 120MW, 2단계 : 91MW, 총 450MW(기존 운영 중인
239MW 포함)

Ÿ

(해상풍력) 1단계 : 450MW, 2단계 : 1,420MW, 총 1,900MW(기존 운영 중인
30MW 포함)

Ÿ

2030년까지 총 2,350MW : 450MW(육상), 1,900MW(해상)

-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1차 계획의 경우 육상풍력 관련 내용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차
계획은 기존 정책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례 및 고시 등 제도개선안과 더불
어, 해상풍력발전 확대 추진방향에 따른 지구지정 입지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Ÿ

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도의회 등의 검토 과정에서 주로 언급된 일반
사항, 환경과 경관, 주민수용성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근거로 용량기준 변경
(100MW → 50MW), 환경 및 생태계 기준 관련하여 보호구역, 보호종에 대한
검토 기준추가 및 해안지형 변화의 가능성 검토 추가 등에 대한 안과 주민수용성
기준에 대하여 육상풍력과 차별되는 추가 안을 제시하였음

Ÿ

풍력발전관련 제도개선관련 해서는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검토”, 풍력자원공
유화 기금 확대방안 제어 및 개발이익의 도민공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
안하였음

Ÿ

풍력발전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개념의 공고화,
지구지정 제도 도입 이전 허가 받은 풍력발전단지 관리방안, 풍력발전실증연구단
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 풍력발전자원의 보전과 공공적 관리방안 및 지구지정 방식
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 건립제안, 전력계통 확보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적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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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풍력발전 출력제한 보상방안 등 전력계통 및 한계용량 대책(안)을 제언함
- 재원조달의 기본 축은 정부보조금(REC)과 민자를 큰 축으로 하고, 주민수용성을 증
대시키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마을단위 또는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구조의 적
용 확대를 제안함

재정투자계획
○

풍력발전설비 공급계획에 따른 규모(설비용량) 등을 산정한 후 투자계획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계획(2030년)에 따른 풍력발전 공급규모는 총
2,350MW이고, 이 중 해상풍력은 1,900MW, 육상풍력은 450MW로 상정하고 있
음. 2018. 8월 현재 육상풍력 237MW(118기), 해상풍력 30MW(10기)가 설치되
어 있음
- 대한 건설단가를 고려한 투자계획 마련 :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1MW당 50∼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고, 육상풍력은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1MW당 25∼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풍력발전 공급계획>
(단위 : MW)

2022년

2030년

계획량

계획량

구 분

계획목표

기 구축

비고(단가)

계

2,350

269

570

1,551

해상풍력

1,900

30

450.0

1,420

60억원/MW

*육상풍력

450

239

120

91

30억원/MW

* 이 중 일부는 소형풍력도 가능함

<풍력발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30년

비고

총 계

30,700

88,330

119,030

해상풍력

27,000

85,200

112,200

육상풍력
(소형풍력포함)

3,600

2,730

6,330

소형풍력은 별도 계획
마련 후 확정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

100

400

500

4차 산업혁명
펀드 등 활용

주 : 2030년의 우측 예산은 2030년도까지 누적투자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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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확보방안
○

재원조달계획은 크게 풍력발전 건설비(해상 및 육상풍력), 소형풍력, 산업육성 및 인력
양성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사업은 산업생태계 구축 및 연구
클러스터 구축사업에서 제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금액을 1차로 선정하고, 향후 필요
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풍력발전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연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마련
- 재생에너지의 생산은 신재생에너지별 공급인증서(REC)의 조정에 따라 보조금이 달
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환경
분야 에너지공급확대를 위하여 REC가 조정되었고, 계속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
침” (RPS 고시, 2018. 6. 26.)

○

풍력발전사업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공급에서 마을단위 또는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재생에
너지 사업의 추진이 매우 필요함.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단위에서 풍력발전의 입지를
용이하게 하고, 마을단위 주요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풍력발전의 도입은 매우
용이할 수 있음
Ÿ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익공유체계를 도입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민 및
마을 단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최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업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Ÿ

주민 및 마을단위의 사업참여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풍력발전사업에 다양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Ÿ

월정리 풍력발전소는 마을회와 지역업체의 컨소시엄이 지분을 출자하고, 특수목적
회사(SPC)인 월정 풍력발전에서 운영 및 보수(Q&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진
행하는 형태임

Ÿ

다양한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풍력발전사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
여 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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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교육균형발전지표개발 연구 용역
고태호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15년 3월「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264호)」가 제정됨
- 교육균형발전조례에서는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 여기서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사업은 교육균형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에 의거
하여 5년마다 지원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계획 수립에 앞서 지표 구축
작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제주지역 내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 격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구축하는데 그 목
적이 있음
- 제주 교육균형발전지표 개발 등 교육균형발전 수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
하여 제주지역 읍·면·동별 교육균형발전 수준을 측정 및 평가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제주지역 교육여건 분석
- 도 교육청 등에서 수집·발표하고 있는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역별 학령인구와 학
교 수, 학원 수 등 현재 지역별 교육여건을 분석함
- 현재 제주지역의 교육균형발전 수준 및 격차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그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도민 대상 인식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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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교육균형발전 평가체계 구축
- 교육균형발전 관련 이론적 고찰 등을 토대로 교육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균형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의 체계적 실시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함

○

제주교육균형발전 평가지표 개발
- 구축된 교육균형발전 평가체계에 의거하여 교육균형발전 평가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함
- 교육균형발전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균형발
전지표 개발 TF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함

○

제주지역의 교육균형발전 수준 측정 및 평가
- 각 교육균형발전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AHP를 통해 측정하고, 읍·면·동별·
측정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함
- 교육균형발전의 개념, 평가영역, 평가지표 설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읍·면·동의 교
육균형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함
- 개발된 평가방법 및 수집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균형발전 수
준을 측정 및 평가함

연구결과
○

평가지표 개발 결과
- 공교육서비스 교육균형발전지표
Ÿ

공교육서비스는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로
서 ‘균등원리’에 의거 개발되는 평가지표임

Ÿ

공교육서비스의 평가지표는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구분
하여 구분하여 개발하였으며, 총 13개의 지표를 개발함

- 교육지원시설 교육균형발전지표
Ÿ

교육지원시설은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으로 ‘비례원리’에
의거하여 개발되는 평가지표임

Ÿ

교육지원시설 평가지표는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접근성과 이용기회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별 지역 내 학령인구 거주지와 교육지원시설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의 평균값을 해당 지역의 측정값으로 산출함

- 사교육서비스 교육균형발전지표
Ÿ

사교육서비스는 공교육서비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의해 민간
의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으로 ‘비례원리’에 의
거하여 개발되는 평가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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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교육서비스 평가지표는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접근성과 이용기회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별 지역 내 학령인구 거주지와 사교육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의 평균값을 해당 지역의 측정값으로 산출함

<표 4> 교육균형발전지표 평가지표
지표유형

평가영역

균등
원리

공교육

유아교육

- 학급당 원생
수
- 교원1인당
원생 수

초등교육
-

교육지원
시설

입시
․
보습
국제화
비례
원리

사
교
육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지면적
교육공무직 배치현황
보건교사 및 배치현황
학교당 방과 후 학교 개설 강좌 수
학생 1인당 교육투입액(결산 기준)

ㆍ초등학교 수

비례
원리

중등교육

ㆍ중학교 수

ㆍ고등학교 수

ㆍ청소년문화의집
ㆍ지역아동센터
ㆍ도서관(사서 배치)
ㆍ음악공연장
ㆍ공공미술관
ㆍ공공박물관
ㆍ공공수영장 및 학생수영장

수
탁
과
제

ㆍ초등학교 입시 ㆍ중학교 입시 ㆍ고등학교 입시
ㆍ보습학원
ㆍ보습학원
ㆍ보습학원

ㆍ어학원

미술 ㆍ미술학원

예 음악 ㆍ음악학원
체
능

ㆍ체육도장

체육 ㆍ어린이수영장
ㆍ어린이수영장 ㆍ사설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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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교육균형발전 수준 평가결과
- 교육지원시설 교육균형발전수준 평가 결과(종합)

<표 5> 교육지원시설 및 사교육서비스 평가 결과(종합)
읍면동
건입동
노형동
도두동
봉개동
삼도일동
삼도이동
삼양동
아라동
연동
오라동
외도동
용담일동
용담이동
이도일동
이도이동
이호동
일도일동
일도이동
화북동
구좌읍
애월읍
조천읍
한림읍
한경면
대륜동
대천동
동홍동
서홍동
송산동
영천동
예래동
정방동
중문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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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59.2
59.3
13.3
18.5
41.9
51.0
23.2
16.1
43.7
32.3
28.3
42.4
37.1
96.4
66.1
16.1
40.5
80.3
24.8
24.8
18.8
33.4
34.9
18.2
23.6
54.1
86.1
62.5
36.5
24.0
15.3
91.8
77.2
92.0
79.3
47.9
20.9
28.6
27.1
26.3
33.7

교육지원시설
중학생
고등학생
58.4
57.4
58.6
63.4
11.9
10.6
13.5
11.3
34.0
25.8
39.8
28.7
14.6
12.1
16.3
14.7
41.2
39.3
40.5
38.4
20.0
15.0
30.5
23.3
25.2
18.6
97.4
97.8
79.5
86.0
12.7
11.1
30.5
26.9
83.8
89.5
22.3
20.4
27.4
26.0
17.9
16.2
34.2
38.1
44.2
43.9
20.8
19.9
27.2
31.0
54.8
63.2
85.5
89.7
72.8
82.7
27.9
21.4
21.5
18.0
16.4
13.7
85.7
94.1
83.9
78.9
90.5
92.8
86.9
93.6
67.2
68.5
22.8
23.6
35.9
42.8
31.2
37.7
28.9
22.4
40.9
42.3

사교육서비스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57.7
49.9
50.1
45.1
100.0
99.8
98.4
98.7
38.3
33.2
36.2
35.0
18.9
0.3
13.7
14.4
70.2
72.7
66.8
49.6
54.2
58.1
53.5
38.5
55.6
66.1
59.4
44.1
41.4
35.5
45.7
51.8
66.3
94.4
97.5
98.1
27.4
15.9
28.9
24.9
47.1
65.8
65.9
56.3
42.0
52.2
51.0
33.9
27.0
32.9
35.8
25.3
70.2
93.2
91.4
92.2
84.0
97.7
99.8
98.7
49.2
8.0
16.7
17.1
56.5
55.3
53.7
40.6
100.0
95.8
89.2
88.6
49.2
64.9
61.5
49.8
18.3
1.4
14.7
14.4
21.1
3.9
17.0
16.8
20.0
5.4
18.1
17.0
23.8
11.7
24.8
24.2
18.1
0.7
14.1
14.4
26.1
9.0
19.6
20.9
37.5
12.2
28.8
30.7
69.8
89.2
70.8
91.8
47.1
48.1
36.9
57.2
22.5
6.8
20.0
21.3
24.0
10.3
18.8
21.0
18.6
0.7
13.9
14.4
41.5
40.7
43.0
63.1
35.7
25.9
35.6
32.6
69.7
95.0
72.6
98.3
46.2
52.1
43.7
67.6
23.2
9.8
17.3
15.4
19.2
2.4
15.3
15.6
25.7
19.8
36.8
42.8
18.2
1.3
14.6
15.0
26.6
3.3
14.8
15.0
17.8
1.9
14.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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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관광산업 위성계정 구축
고태호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기반산업인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산업의 수요·공급구조와 부가가치 창출규모 등에 대한 체
계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Ÿ

기존 관광통계는 관광객 수 등의 관광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급 측면인 관
광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
고 있지 못함

- 이에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규모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
기 위하여 지역 관광위성계정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Ÿ

관광위성계정은 ‘관광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작성한 표’로, 해당 경제 내에서 관광부문의 소비와 생산구조를 규명하고, 관광산
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영향 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관광위성계정 권고안 2008’(TSA:RMF 2008)의 표준지침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과 관광위성계정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제주 관광산업 위성계정’을 구축
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관광산업의 수요·공급구조를 파악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관광위성계정(TSA)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 선행연구 등을 통해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및 체계, 작성방법 등 관광위성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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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를 검토함
- 해외 및 국내에서 기 구축한 지역단위 관광위성계정 사례를 조사·분석함
○

‘제주관광산업 위성계정’ 구축 및 분석
-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제주관광산업 위성계정 작성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관광산업 위성계정’을 구축함
- 구축한 ‘제주관광산업 위성계정’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수요·공급구조를 파악함

연구결과
○ 제주관광산업 위성계정 설정
◦ WTO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관광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주관광산업
위성계정을 작성함
- TSA 표 1~10까지 주요 작성 권고안을 검토하여 제주 관광사업 위성계정 작성
방향을 설정함

◦ 제주관광산업 위성계정은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 및 신한카드 제주
지역 지출액 데이터, 통계청 조사 등을 활용하여 작성함
-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지역산업연관표와 신한카드 데이터(지역
별·산업별 카드지출액)를 연계하여 제주 방문 관광객의 소비와 제주지역 관
광 관련 산업의 규모 및 생산구조 등을 추정함

○ 제주관광산업 위성계정 구축 결과
◦ 제주 관광산업의 규모
- 2016년 기준 제주 관광산업의 규모(산출액 기준)는 5,492,115백만원으로 지역
내 총 산출액(42,584,621백만원)에서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전체 산업의 17.8%(제주 전체 16,986,143백만원 중
3,029,489백만원),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19.7%(제주 전체 258,188명 중
50,93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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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주 관광산업 규모 추정 결과
(단위: 백만 원, 명)

- 제주 관광산업별 투입구조 분석 결과
Ÿ

관광산업별 투입구조 분석 결과, 렌터카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관광산업이 제주지
역 외에서의 중간재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Ÿ

중간재 외 고용 등 투자 비중 분석 결과, 인건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관광 사업지원서비스(72.2%)로, 고정자본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관광운
송서비스(39.0%)로 분석됨

<표 7> 제주 관광산업별 투입구조 분석 결과
(단위: 백만 원)
수
탁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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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Ÿ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관광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869)이며,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렌터카 서비스(0.899),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큰 산업
은 관광사업 지원서비스업(38.750명/10억) 순으로 분석됨

Ÿ

생산 1단위 증가 시 지역 경제 성장 기여도가 가장 큰 산업은 렌터카 서비스(생산
유발계수 1.234, 부가가치 유발계수 0.747)인 것으로 분석됨

<표 8> 제주 관광산업별 경제적 효과(유발계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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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승철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물이 돈이 되는 블루골드(Blue Gold)시대가 도래하여 물이 중요한 자원
으로 인식되면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물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및 고
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음

○

세계 물산업 시장은 인구 증가, 도시화 진전,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할 전망임(GWI1) 자료)
- 전 세계 물시장은 연평균 4.9% 증가하여 2025년 8,65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

특히 병입수, 헬스음료, 특산주, 물응용서비스 등의 물응용산업은 연평균 7% 이상 고
성장하고 있음(Technavio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
도록 되어 있음

○

제주 물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 증진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
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주 물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사업을 발굴하고, 제도적․물리적 인프라 등 기반 구
축 및 해외진출 방안 등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1) 영국의 물전문 리서치기관(Global Water Intelligence)
2) 영국 시장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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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Ÿ

기준년도 : 2017년

Ÿ

계획년도 : 2019년 ~ 2023(5개년)

Ÿ

계획 목표연도 : 2023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내용적 범위

○

Ÿ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

Ÿ

국내․외 물산업 시장 및 정책 동향 및 제주 물산업 수준 분석

Ÿ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핵심사업 발굴

Ÿ

제주 물산업 육성 실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적․물리적 인프라 등 기반 구축 방안

Ÿ

제주 물산업 육성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방안

Ÿ

그 밖에 제주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연구 방법
- 현황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전문가 인식 조사
- 물산업 육성 과제 도출 산․학․연․관 관계자 회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전략은 첫째, 물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둘째,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접목을 통한 제품 고도화, 셋째, 브랜드화 및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글
로벌화, 넷째, 물산업 발전을 견인할 인재 확보 및 인력 양성으로 설정함

<표 Ⅴ-8>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4대 전략
(인프라)물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접목을 통한 제품 고도화
전략
(마케팅)브랜드화 및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글로벌화
(인력양성)물산업을 견인할 인재 확보 및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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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물산업 육성 실행과제로서는 이러한 전략방향에 맞춰 지역내 인프라,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확보 등 4대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한 결과를 다음과 같음

<표 Ⅴ-9> 4대분야 12개 실행과제
제주형 워터테라피 융합산업 육성 사업
인프라

제주물산업연구지원센터 구축
W팩토리사업
Water science & Techno-park 조성
제주 기능성 음료 개발 촉진

기술개발

제주 주류산업 육성
제주 화장품 산업 육성
음료제품용기 개발 지원
물산업 해외교류 및 해외진출 방안

마케팅

WFC-J 포럼 운영
제주물의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인력양성

수
탁
과
제

WFC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부사업 추진체계
○

물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물산업협의회 구성이 요구되며,
이와 제주특별자치도간의 긴밀한 협의와 현장중심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
자치도에 자문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물산업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물산업 육성정책을 총괄함
- 제주연구원은 물산업의 정책기획을 총괄함
-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원정책 평가 및 기업지원 업무 총괄

○

물산업 관련 산학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물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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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추진체계

재정투자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실행계획상의 사업별 소요 재원조달 방안은 <표 Ⅵ-60>와 같음

<표 Ⅵ-61> 재원 조달
과제명
1) 제주 물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제주형 워터테라피 융합산업 육성 사업
제주물산업육성연구지원센터 구축
W팩토리사업
제주 Water Science & Technology Park 사업
2) 제품개발 및 고도화
기능성 음료 개발
제주 주류산업 육성
제주 물자원 적용 화장품 개발
물응용제품 용기 개발 지원
3) 브랜드경영 마케팅 전략
제주 물산업 육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
WFC-J포럼 운영
제주물의 글로벌 브랜드화
4) 인력양성
제주 WFC 전문인력 양성사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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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원)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계

9,000
1,250
500
50,000

6,200
3,350
1,100
50,000

2,500
7,170
1,300
9,850

2,500
4,780
1,000
5,500

500
200
1,050

5,500
11,950
2,500
16,400

1,300
-

200
2,200
6,300

2,000
20,000

2,200
3,500
26,300

750
83,620

780
83,910

- 15,200
4,600
2,500
4,100
23,000 123,000

1,530
49,250 21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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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이중화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혁신도시의 발전방향의 설정,
향후 5년간의 주요 추진전략 및 사업 등의 구체화

○

제주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 누
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하
기 위한 전략 및 사업 등 제시

○

제주지역 전체의 혁신역량 강화와 제주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균형발전 기여

연구범위 및 방법
○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 확산 전략
-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육성 및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및 협력에 기반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산학연 클러스터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들이 제
주혁신도시에 집적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 형성

○

제주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성 방안
- 제주혁신도시를 주거․교육․의료․문화․복지․레저․공공 및 편의시설 등 수준 높은 생활여
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조성

○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 주민 삶의 질 향상, 혁신주체에 대한 첨단 비즈니스 환경 제공 및 혁신주체 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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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방안 제시
○

지역인재 양성 방안
- 이전공공기관과 제주지역대학의 교육․연구 분야 교류․협력을 통하여 특성화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 양성체제 구축

기본방향 및 목표
○

지속가능한 국제교류‧교육연수의 거점, 스마트 제주혁신도시
- (2022년) 지역인재 채용률 30% 법적 의무수준 이행
- 제주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 100% 달성
- (2022년) 계획인구 규모인 5,100명 달성(2017년 유입인구 규모 4,401명)
- 부문별(병원, 약국, 문화시설, 편의점 및 마트, 학원, 은행, 음식점 등) 약 30개 정도
까지 확대
Ÿ

18개(편의점‧마트 6개, 은행 1개, 음식점 11개, 2017년 12월 기준)

- (2022년) 지역인재 양성 참여 이전공공기관 최소 7개
- (2022년)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율 60%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혁신도시 지역발전거점화 및 성과확산 전략
- (비전) 지역과 공존하는 스마트마이스 시티
- (목표) 국제회의 개최건수 2022:160건(2017:139건), 스타트업 기업 육성 20개사,
공동연구 및 기업지원 50회,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입주율 100%
Ÿ

(세부사업) 스마트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연수타운 조성, 공유공간 서
비스(Space Share Service) 구축 사업, 마을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마을 유휴
공간 리모델링 사업,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
과 기반기술 보급, 연금생활자 공동체마을 조성 시범사업,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
사업, 제주혁신도시 발전재단, 이전공공기관 지역상생사업

○

정주환경 조성전략
- (비전) 모두가 살고 싶은 곳, 제주혁신도시
- (목표) 편의시설 수 30개, 정주여건 만족도 70.0%, 가족동반 이주율 60%, 유입인
구 5,100명

298

2018년도 연구결과

Ÿ

(세부사업)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주변지
역-제주혁신도시 간 의료네트워크 구축,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대륜동 문화
복지센터 운영, 제주혁신도시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안전한 밤길을 위한 셉티드
(CPTED) 조성, 제주혁신도시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제주혁신도시 접근
성 개선을 위한 연계 도로개설사업, 주차장 복층화 및 전기차 지원형 렌트카하우
스 조성 사업, 제주혁신도시 연계 대중교통 노선 및 시설개선 사업, 제주혁신도시
내 초등학생 통학버스 운영

○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 (비전) 주민 행복과 신산업을 선도하는 제주형 스마트시티
- (목표) 기상산업과 지역산업 연계형 테스트배드 역할 수행,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환경 구현
Ÿ

(세부사업) 제주 스마트기상 육성센터 설립, 제주 기상‧환경 Data Collection &
Analysis Data 활용 사업,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지능형 CCTV 구축 & 무료
WIFI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서비스 추진, 초소형
전기차(e-Mobility) 공유 환경,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ICT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 시스템 활성,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체험도시 조성

○

지역인재 양성 전략
- (비전) 미래 제주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양성
- (목표) 지역인재채용률 30%, 지역인재 양성사업 참여 이전공공기관 7개소
Ÿ

(세부사업) 이전공공기관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전공공기관 채용 관련 플
랫폼 구축: 채용정보 사전고지제 및 합동채용설명회, (가칭)제주국제인재개발원
협력사업 추진, 공공기관 현장실습 및 체험형 인턴제 확대, 해외교류 연수 기회
확대, 기상학 관련 연구인력 육성, 스마트시티 미래인재 육성, 실무맞춤형 교육프
로그램 트랙개발 및 오픈캠퍼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양성 총괄협의회
설립․운영

세부사업 추진체계
○

혁신도시 지역발전거점화 및 성과확산 전략
- 스마트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연수타운 조성
Ÿ

ICT기반의 스마트마이스 산업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연수타운 조성

Ÿ

제주 스마트마이스 발전 협의체 구축, 스마트마이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공유공간 서비스(Space Share Service) 구축 사업
Ÿ

제주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의 회의․전시시설 등을 공유하여 지역 주민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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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마을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Ÿ

IT기술을 활용한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마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Ÿ

마을의 유휴 공간 또는 민박공간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하여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
는 숙박환경 조성

-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Ÿ

지역 내 농업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해 지식기반 정밀농업을 가능
하게 하는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 관련 제조업을 육성하여 기업매출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

- 연금생활자 공동체마을 조성 시범사업
Ÿ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제주도 내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역의 폐교 등을 소득원이 확보된 독거 연금생활자 공동체
마을로 조성‧운영

-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 사업
Ÿ

사회적 기업 등의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 제주혁신도시 발전재단
Ÿ

제주혁신도시 관리주체인 발전재단 건립 및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발전재단기금, 상생발전기금 마련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이전공공기관 지역상생사업
Ÿ

제주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이전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교육, 봉사 등) 협력 및 지
원체계 마련

○

정주환경 조성 전략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Ÿ

지역공동체 강화,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

Ÿ

복합혁신센터 건립(수영장, 어린이집, 카페, 스마트워크 및 벤처기업사무실, 북허
브센터, 청년혁신 창업센터, 다목적실, 문화취미교실, 발전재단센터, 공용공간

-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Ÿ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제주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행
복주택 또는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 고려

- 주변지역-제주혁신도시 간 의료네트워크 구축
Ÿ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혁신도시 이주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정주환경
개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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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 내 이전 소방서 내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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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지역 보건지소 및 응급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의료 네트워크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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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Ÿ

주민 커뮤니티시설, 체육시설, 문화강좌, 공연장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조성 필요

Ÿ

지역 니즈에 대응한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 제주혁신도시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Ÿ

수영장, 헬스시설, 배드민턴 및 농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 강당, 요가․필라테
스․에어로빅 등 다양한 여가체육 강좌시설

- 안전한 밤길을 위한 셉티드(CPTED) 조성
Ÿ

범죄예방 및 지역 치안강화 차원에서 도시인프라 조성 시, 셉티드 기법도입을 통
한 안전한 정주환경조성 방안 검토

- 제주혁신도시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Ÿ

제주혁신도시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주변 인접지역에 대한 보행로 정비
등 교통기반 시설 확충으로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 제주혁신도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계도로개설사업(혁신도시-산록도로)
Ÿ

기존의 동서축 도로통행으로 남북축 연결로 교통량 분산효과

- 주차장 복층화 및 전기차 지원형 렌트카하우스 조성 사업
Ÿ

제주혁신도시는 통행목적상 업무, 방문 등 이용객이 많아 제주도에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을 실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형 렌트카하우스 활성화 필요

Ÿ

제주혁신도시 내 부지 활용 및 복층화 활용

- 제주혁신도시 연계 대중교통 노선 및 시설개선 사업
Ÿ

대중교통 환경, 버스이용객의 편의와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Ÿ

저상버스 맞춤용 승차대 설치, 점자블럭, 보도블럭 높이 조정, 음성안내시스템구
축,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 개선

- 제주혁신도시 내 초등학생 통학버스 운영(수요대응형 통학버스)

○

Ÿ

어린이 통학 차량 정보공개를 통해 통학 안전 확보에 기여

Ÿ

통학버스 운영은 수요대응형 형태로 통학시간대만 운영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 제주 스마트기상 육성센터 설립
Ÿ

제주지역 내 기상부문 전문기관의 기능과 기상서비스 수요기관의 Need 파악, 주
요 관련 기업 간 공동연구 추진

- 제주 기상‧환경 Data Collection & Analysis Data 활용 사업
Ÿ

아열대 성향의 제주 기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술 콘텐츠를 지역
의 주요 산업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및 관광산업으로의 연계 육성

-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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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프라시스템 연계 통합, 통합 및 공유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 공공‧민간 협
력형 서비스 솔루션 개발, 스마트시티 실증 모델 구현 등을 방향으로 사업 필요

Ÿ

주민주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사회혁신 리빙랩,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를
적용을 위한 CPS(Cyber Physical Systems)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 스마트시
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활성화 공모전 등

- 지능형 CCTV 구축 & 무료 WIFI 확대
Ÿ

지능형 CCTV와 무료 WIFI 기능을 연계하여 제주혁신도시 내 시간대별 유동인구
의 정보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

-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서비스 추진
Ÿ

제주혁신도시 연수생, 방문객에게 자유로운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제주혁신도시와
제주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및 전기자동
차 카쉐어링 서비스를 추진

- 초소형 전기차(e-Mobility) 공유 환경
Ÿ

제주혁신도시 많은 방문객의 안전한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
(e-Mobility) 공유 환경 구축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Ÿ

제주혁신도시 내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Ÿ

제주혁신도시 내 주요도로 10km C-ITS인프라 구축(자가통신망, 레이더검지기,
보행자 검지기등), 센터장비 등 구축(HW, NW, 관리운영단말시스템개발 등)

- ICT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 시스템 활성
Ÿ

ICT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 구축으로 인한 인력, 유지보수, 차량유지비, 쓰레기
봉투 제작비 등 경비 절감

-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체험도시 조성
Ÿ

기본계획 중 2개 도시지역을 선정하여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자 하며,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와 같은 분산형 전력설비를
집중․구축하고,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

지역인재 양성 전략
- 이전공공기관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Ÿ

이전공공기관이 학생들의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이전공공기관 업무관련 경연대회 및 장학금 지원
Ÿ

제주도와 이전공공기관이 협업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홍보 확대 및 입상자에
대한 포상 및 장학금 지원

- 이전공공기관 채용 관련 플랫폼 구축: 인턴‧채용정보 사전고지제 및 합동채용설명회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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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합동 채용 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 채용 홍보 강화
- (가칭)제주국제인재개발원 협력사업 추진
Ÿ

(가칭)‘국제인재개발원’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분야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의 운영과 동시에,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동아시아 전문인
력 양성(국제 평화․협력, 지속가능 개발․보전, 환경․문화 등) 과정을 추가로 확충

- 공공기관 현장실습 및 체험형 인턴제 확대
Ÿ

맞춤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현장실습과 인턴제를 강화하며, 공공기관은
사전에 우수 인재 파악 기회 활용 필요

- 해외교류 연수 기회 확대
Ÿ

교육부 WEST 등 활용, 고용노동부 K-move 사업 활용, 제주도 지원 해외대학
연수, 해외인턴십 및 해외연수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 기상학 관련 연구인력 육성
Ÿ

기상관련 대학 특별과정 및 대학원 학위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대학원 진
학 및 수학 등 지원하여 연구역량 강화

- 스마트시티 미래인재 육성
Ÿ

제주혁신도시 내 ICT 인력양성센터에서 스마트시티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스마트
시티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실무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트랙개발 및 오픈캠퍼스 운영
Ÿ

각 대학별 학과(전공)와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Ÿ

(오픈캠퍼스 운영) 지역대학생 대상으로 직무 및 현장견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가능한 경우 참여 대학생에 대해 일정 학점 인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양성 총괄협의회 설립․운영
Ÿ

제주혁신도시 및 지역에 필요한 인재양성 전략 종합적 협의 필요

Ÿ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특성화고),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참여 역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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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계획
예산(사업비)
전략

사업명

304

지방비

이전
기관

민자

7,800

3,900

3,900

공유공간 서비스
(Space Share Service)
구축 사업

2019
-2022

1,200

300

900

2019
-2022

1,500

300

1,200

2019
-2022

21,300

10,450

10,850

20182022

20,083.6

12,040

5,300

2,743.6

소계

소계

51,883.6

26,990

22,150

2,743.6

연금생활자 공동체마을 조성 시범사업

2018
-2022

이전공공기관 자체 재원조달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 사업

20182022

비예산 사업

제주혁신도시 발전재단

2019
-2022

이전공공기관 지역상생사업

2018
-2022

소계

정주 환경
조성 전략

국비

2019
-2022

제주형스마트-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
기술보급

상생
발전
전략

총
사업비

스마트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연수타운 조성

지역발전 마을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거점화
전략
마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확산
전략

기간

1,800

900

900

이전공공기관 자체 재원조달

소계

31,800

14,950

16,85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20182022

20,000

9,900

10,100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20192022

비예산 사업

주변지역-제주혁신도시 간
의료네트워크 구축

2019
-2022

비예산 사업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20192022

250

제주혁신도시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20182020

6,000

안전한 밤길을 위한
셉티드(CPTED)조성

20192022

1,000

1,000

제주혁신도시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20192021

1,100

1,100

제주혁신도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계 도로개설사업

20072020

18,200

주차장 복층화 및 전기차 지원형
렌트카 하우스 조성 사업

20192021

15,000

제주혁신도시 연계 대중교통 노선 및
시설개선 사업

20192022

350

250
3,000

9,100

3,000

9,100
15,0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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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업비)
전략

사업명
제주혁신도시 내 초등학생 통학버스
운영
소계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총
사업비

20192022

900

국비

지방비

이전
기관

민자

900

소계

137,367.2

69,830

제주 스마트기상 육성센터 설립

20192022

10,000

9,000

제주기상‧환경 Data Collection &
Analysis Data 활용사업

20192022

25,000

25,000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20192022

10,000

5,000

5,000

지능형 CCTV구축 & 무료 WIFI확대

20192022

84

42

42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서비스 추진

20192022

400

200

200

초소형전기차 (e-Mobility) 공유환경

20192022

1,302

550

550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20192020

82

49

33

ICT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 시스템
활용

20192020

1,340

670

670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체험도시 조성

20192022

소계

지역 인재
양성 전략

기간

15,000
1,000

202

비예산 사업

소계

105,567.2

이전공공기관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0192022

430

200

이전공공기관 업무관련 경연대회 및
장학금 지원

20192022

920

800

120
(120)

이전공공기관 채용 관련 플랫폼 구축
: 인턴·채용정보 사전고지제 및
합동채용설명회

20192022

150

90

60
(60)

(가칭)제주국제인재개발원 협력사업
추진

20182022

72,213

공공기관 현장실습 및 체험형 인턴제
확대

20192022

1,170

600

해외교류 연수 기회 확대

20192022

2,000

2,000

기상학 관련
연구인력 육성

20192022

2,000

1,000

1,000

스마트시티
미래인재 양성

20192022

800

400

400

실무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트랙개발 및
오픈캠퍼스 운영

20192022

6,600

8,619

1,6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립 및 운영

20192022

소계

소계

54,880

45,200

5,487.2
200

30
(30)

72,213
(72,213)
200

370
(370)

400

200
(200)

0

5,487.2

비예산 사업
105,567.2

69,830

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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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안경아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
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됨

○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임하여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
도록 하는 것이므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위탁 관리 개선을 위하여 사무 운
영성과를 평가하도록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
- 민간위탁 평가대상은 민간위탁 사업비 2억 원 이상이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
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임
- 평가결과는 민간위탁 운영 평가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
록 함

○

2017년 주관부서의 자체평가를 추진한데 이어 2018년에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객관
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함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
구용역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법과 지표를 설정함
-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를 측정하고 산출된 결과를 분
석하여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제언함
- 민간위탁 사무별 평가점수와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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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성과평가 대상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 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의 책임 하에 수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장과 민간과의 사무 협약 관계를 가짐

○

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연간 사업비 200백만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중 별도
의 평가 근거가 없는 사무를 대상으로 시행함
- 세출예산서상 민간위탁금(307-07)로 편성된 사무에 한정함
- 위탁만료일 2018년 12월 ~ 2019년 3월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함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별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함

○

2018년도 평가 대상 사무 검토 결과, 2억 이상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한 민간위탁 사
무는 35개이며, 이 중 민간위탁금을 분할하여 위탁하는 동시에 수탁기관이 다른 2건을
추가하여 총 37건을 평가하였음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법
○

민간위탁 사무 운영 결과, 산출물은 공공서비스임
- 지방자치단체장 소관 사무, 즉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위탁하고 민간이 위탁받은
사무를 그의 책임 하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사무 수행의 산출물은 공공서비
스임(홍정선, 2013)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고 제3자인 주민이 소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음(Salaman, 2002)
- 성과지표 설정, 성가평가 시행, 평가결과 활용방안 제안으로 구성됨

○

공공서비스 생산ㆍ공급방식 중 하나로 민간위탁의 도입은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NPM)이 영ㆍ미권 국가에 등장하면서 공공서비스 공급
에 민간의 시장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면서부터임
-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원리는 공공서비스 생산에 시장 경쟁원리 도입(시장화), 정책과
집행 기능 분리(분리), 성과 관리와 인센티브 도입(인센티브) 등임

○

민간위탁의 목적이 민간위탁 행위 자체로 달성되지 않아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전제가 필요하게 됨
- 이에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의 목적인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고자 인센티브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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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는 평가지표 설정, 평가 시행, 평가결과 활용 제언으로 구성됨
-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1.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구체성
(17)

공통
지표
(60)

평가내용

정량 ･사업계획서상 성과목표 구체성 정도

2.1.인력 효율성 제고 노력
2.인력관리
2.2.인건비 절감 효과
(12)
2.3.근태관리

정량 ･직원 1인당 사업비 증감률

3.예산관리 3.1.예산 집행률
(11)
3.2.예산집행 관리

정량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

정량 ･직영 대비 인건비 절감효과
정성 ･근태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정성 ･예산집행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4.1.평가ㆍ환류 체계

･자체 평가회의 운영 및 회의 결과의
반영 영부
정성
･주관부서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시행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

4.2.이해관계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조사결과
반영 여부
정성
･전문성 신뢰도 조사
･도민 요구 대응도 조사

4.평가체계
(20)

개별
지표
(40)

측정
방식

5. 추진실적
5.1 추진실적
(40)

･전년 대비 실적 향상 정도
정량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정도
정성
･협약사무의 원활한 추진

- 민간위탁 평가 대상 사무 분야의 연구자, 교수, 전문가, 활동가 등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음
- 평가위원은 수탁기관 및 주관부서 질의결과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성과평가 지표를
측정하여 사무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였음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3명이 민간위탁 사무별 현장ㆍ대면평가에 참
여하였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상 사무 37건을 평가한 결과, 총점 평균값 88.81점인
것으로 나타남
- 공통부문 60점 중 53.03점을 득점하여 평균 득점률이 83.38%인 것으로 나타남
- 개별부문 40점 중 35.78점을 득점하여 평균 득점률이 89.45%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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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인력효율성 제고 노력(-), 인
건비 절감효과(-), 주관부서 지도점검 시행 및 결과 반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
과 반영(+) 등인 것으로 나타남

민간위탁 관리 개선 제언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
업계획서 작성 시 정량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 상 정량적 성과지표 설정 시 전문가, 주관부서 등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의 내용이 해당 사무 수행을 통해 산출하는 공공서비스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수준이 전년 대비 또는 목표 대비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성과지표 설정 시 산출물의 내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유사사무 추진 여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유관 부서의 유사 사무 추진 여부 검토
- 유사 사무에 대한 보조금, 국비 지원 여부 검토
- 보조금 국비지급의 중복수혜 기관인 경우 민간위탁 사무와 보조금 사무의 차별성 설
정 필요

<인력관리>
○

인력효율성 제고 노력과 인건비 절감효과 등이 추진실정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바,
인력 또는 인건비 절감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투입인력의 고용조건, 여타 사무의 중복 수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ㆍ환류체계>
○

서비스 수혜자 및 관계자에 의한 성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 과제에 반영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민원 사례수 감소, 민원 내용의 질적 측정도 가능함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평가 결과는 사무별로 인센티브를 적용 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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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평가 겨로가 매우 우수하면 계약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평가결
과, 점수가 미흡하면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반영할 수 있음
○

민간의 행정사무 및 기획 역량을 보완할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들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방법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및 노무관리 방법
등이 필요함

○

민간위탁 사무 개선과제 해소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서 과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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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한림읍 종합발전계획 연구
좌민석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한림읍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도·농 복합도시로서 자연의 신비와 천혜의 경관을 보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옥한 초지·광활한 목장·풍부한 어장으로 제주 서부권의 핵심
으로 지역발전의 미래상과 발전 목표를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

그 동안 주민토론 및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단편적인 발전방안이 수립·추진되어 왔으
나 체계적이지 못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한림읍의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잠재력과 경쟁력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받
아 지역주민과의 토론 과정을 거쳐 향후 한림읍 지역발전의 이정표가 될 마을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연 구 명 : 한림읍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

연구기간 : 2018. 4. 9 ~ 1. 5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한림읍 전역(91.09㎢)
- 시간적 범위 : 2018~2027년
Ÿ

2017년을 기준으로 2027년도 목표의 발전계획을 제시

- 내용적 범위
Ÿ

기본구상 :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대내외적 환경과 여건변화 전망,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주민 의식 및 수요조사, 잠재력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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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부문별 계획 : 부문별 여건 분석, 변화전망, 발전목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방향
수립, 부문별·생활권별 핵심전략 사업 구상,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등

Ÿ

집행 및 재원대책 : 부문별, 단계별 세부추진전략 및 집행계획, 재원대책 제시 등

기본방향 및 목표
○

계획의 비전
- 서부권의 핵심, 균형 잡힌 마을 한림
Ÿ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주민수요 조사 등을 종합하여 설정

계획의 목표
- 안정되고 품격있는 마을
Ÿ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체육시설 등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

- 방방곡곡 생기도는 마을
Ÿ

농업·수산업·축산업 등 청정 1차산업이 발달되어 자립이 가능한 마을로 조성

- 생겨나는 마을
Ÿ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생겨나는 마을로 조성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중심권
- 한림 중심지역 정비사업
- 한림읍 주요도로변 공영복층주차장 조성
- 한림읍 종합스포츠타운(공원)조성
- 한림읍 중앙상가 특화사업
- 명월성 복원사업
- 옹포천 되살리기 사업

○

해양권
- 큰 여(석잔도)·작은여 복원사업
- 비양도 오분자기 섬 프로젝트
- 어촌계와 마을 활성화 사업
- 협재·금능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사업
-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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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권
- 농산물 집하장 구축 사업
- 백년초 선인장박물관 조성사업
- 밭담길 구축 사업

○

오름권
- 축산악취 저감사업
- 천아오름 나무 숲 조성 사업
- 상명목장 체험사업
- 금오름과 연계한 레포츠 관광화 사업
- 장례식장 조성 사업

세부사업 추진체계
○

추진단 구성
- 한림읍 종합발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이에 기초하여 주민참여형 발전
계획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한림종합발전 추진단」구성·운영
- 한림종합발전협의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림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전
문가, 지역단체 대표, 도의회 의원, 자치센터 실무지원팀으로 구성

○

기능 및 운영 방안
- 한림종합발전 추진단의 기능은 한림읍종합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추진하는 실무기구이며, 필요 시 운영되는 태스크포스(Task-Force) 형태로 운영
- 한림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는 주민·행정기관·연구 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구성하고, 상호 협력관계 유지

재정투자계획
○

중심권
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합계
한림
중심지화
사업

한림중심
지역
정비사업

이면도로 정비
간판 정비
보행가로 정비
가로등 교체사업
관광숙박시설 조성

계
109,360
3,000
20
480
260
1,000

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50,390 57,970
3,000
20
480
260

민자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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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명
공영복층주
차장 조성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중앙상가
특화사업
계

명월성 복원사업

세부사업
공영복층 주차장 조성
보행로 및 조경시설

계
2,000
100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50,000

중앙상가 리모델링
역사문화센터
명월성 성곽 복원
문화탐방로 개설

계
옹포천 되살리기

옹포천
용천수
옹포천
관광과

내·외부 제초작업
공급 시스템 마련
바닥 정비사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계

○

25,000

1,000
57,860
400
50,000
100
50,500
20
200
500
280
1,000

민자

25,000
1,000

25,000
25,000
25,000

250
140
390

31,860
400
25,000
100
25,500
20
200
250
140
610

1,000

해양권
사업명
합계
큰
여(석잔도)·작은
여 복원사업
계

비양도 오분자기
섬 프로젝트

세부사업

방파제 철거
포구와 큰 여 다리 연결
해양생태계 조사
바다숲 및 해중림 조성
오분자기 대량 방류

계

계
15,500

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5,000
10,500

200

200

1,000

1,000

1,200
100
200
900
1,200
5
5
20
300
200
530

1,200
100
200
900
1,200
5
5
20
300
200
530
2,000

어촌게와
마을활성화 사업

체험어장 안내판
용천수와 원담 안내도
포토존 설치
원담 복원
어뢰정 선착장 복원

계
협재·금능해수욕
장 주차장 조성
계

주차장 조성

2,000

주민 삶의질
향상 지원 사업

해중 지중화 전기시설
가로등 시설
바지선 운항 증편 지원
도항선 대합실 및 비가림 시설
수산물판매장 조성

2,000
10,000
500
30
20
20
12,55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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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2,000
100

5,000

5,000

2,000
5,000
500
30
20
20
7,550

민자

2018년도 연구결과

○

농업권
사업명

계
3,610
500
10
500
200
1,210
500
100
200
800
1,000
500
100
1,600

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3,610
500
10
500
200
1,210
500
100
200
800
1,000
500
100
1,600

계
8,980
1,500

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2,600
6,380
750
75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3,700
5,200

1,850
2,600

천아오름 나무 숲 조성

200

200

안내판 설치

200
20

200
20

세부사업

합계
농산물 집하장
구축

농산물 집하장 조성
SNS 시스템 구축
농산물 보관용 저장고 시설
주차장 조성

계
백년초
선인장박물관
조성
계

백년초 선인장박물관 증축
가공공장 설치
홍보 및 판매장 조성

밭담길 조성

해안도로 가로등 조성
밭담길 조성
밭담 Shop 조성

계
○

민자

오름권
사업명

세부사업

합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계
천아오름 나무
숲 조성
계

상명목장
관광체험 사업

바이오 가스 공급시설

금오름과 연계한
레포츠관광화
사업

벤치 조성

20

20

20

20

생태숲길 조성

300

300

화장실 설치

20

20

주차장 조성
플라잉짚라인 설치

200
580
800

200
580
800

사륜오토바이 체험구간 조성

100

100

스키장 및 눈썰매장 구간 조성

80

80

20
1,000
1,000

20
1,000
1,000

1,000
2,000

1,000
2,000

안내탑(아치형) 설치
계
장례식장
조성사업
계

장례식장 증축
대림공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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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2,600

소 달구지 구입

계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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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성과분석
신동일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2014년 3월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된 전기자동차엑스포에 대해서 도민들과 도외 참가
자들 및 참여기업들이 얼마나 이해하거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향후
홍보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큼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5회째를 개최한 상황에서 제주사회에 미친 긍·부정적 영향 또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위한 대
안 마련의 필요성이 중요함

○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대체 및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 도시
달성과 세계적 수준의 전기자동차 도시 조성, 스마트 그리드 도시로 구축한다는 CFI
2030 정책과 부합하는 전기자동차엑스포 방향 모색이 중요한 상황임

연구범위 및 방법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대한 참가자 및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과제를 모색해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
집함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와 소비
지출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하는 다양한 성과에 대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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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조사, 지역경제파급효과,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향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발전방안을 제언함

성과분석 및 향후 과제
○

정성적 성과분석
- 국가 및 제주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에 기여
Ÿ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참가자의
65.4%, 컨퍼런스참가자의 70.0%가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Ÿ

또한 제주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도 일반참가자의 75.2%, 컨퍼런스참가자의
81.1%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 지역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1> 국가 및 제주 이미지 제고
구분
일반참가자

컨퍼런스참가자

국가 이미지 제고

제주 이미지 제고

그렇다

65.4%

그렇다

75.2%

아니다

8.6%

아니다

8.1%

그렇다

70.0%

그렇다

81.1%

아니다

5.0%

아니다

6.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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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과 구매 욕구를 자극
Ÿ

일반참가자의 65.9%, 컨퍼런스참가자의 76.2%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음

Ÿ

또한 일반참가자의 66.8%, 컨퍼런스참가자의 68.8%가 엑스포를 통해 전기자동
차 구매욕구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을 보여 도의 정책을 이해시키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

<표 2> 전기자동차 정책 이해와 구매욕구 증가
구분
일반참가자
컨퍼런스참가자

전기자동차 정책 이해

구매욕구 증가

그렇다

65.9%

그렇다

66.8%

아니다

8.6%

아니다

10.2%

그렇다

76.2%

그렇다

68.8%

아니다

3.8%

아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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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유치 증대로 관광산업의 성장
Ÿ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관광객 유치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참가자의
63.1%, 컨퍼런스참가자의 64.9%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함.

Ÿ

또한 일반참가자의 67.6%, 컨퍼런스참가자의 62.5%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된다고 응답하여 관광산업의 성
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관광객 유치와 매력요소 제공
구분
일반참가자
컨퍼런스참가자

관광객 유치에 영향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그렇다

63.1%

그렇다

67.6%

아니다

11.1%

아니다

10.4%

그렇다

64.9%

그렇다

62.5%

아니다

8.8%

아니다

7.5%

- 지역경제 및 회의산업 활성화에 기여
Ÿ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일반참가자의
67.9%, 컨퍼런스참가자의 72.4%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고, 국제회의도시로서
의 제주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전시참가자의 69.5%, 컨퍼런스참가자의 82.4%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응답함

<표 4> 지역경제 및 회의산업 활성화 효과
구분
일반참가자
컨퍼런스참가자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회의도시 홍보

그렇다

67.9%

그렇다

69.5%

아니다

9.1%

아니다

10.3%

그렇다

72.4%

그렇다

82.4%

아니다

10.1%

아니다

7.6%

-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Ÿ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에 대해 일반참가자의 61.1%, 컨퍼런스참가
자의 68.7%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라는 요소가 국내외에
서의 위상 및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표 5>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에 기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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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가자

그렇다

61.1%

아니다

10.4%

컨퍼런스참가자

그렇다

68.7%

아니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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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파급효과
Ÿ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0억 1,532만 원 지출에
따른 제주지역 생산유발효과는 23억 4,786만 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 13억
9,698만 원, 고용유발효과 64.58명임

Ÿ

일반참가자, 컨퍼런스 참가자 및 전시참여업체의 총 119억 9,440만 원 소비지출
에 따른 제주지역 생산유발효과는 140억 9,372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8억
6,741만 원, 고용유발효과 252.76명임

<표 6>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역경제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행사
운영비

참가자
소비지출

행사
운영비

참가자
소비지출

행사운영비

참가자
소비지출

23억
4,786만원

140억
9,372만원

13억
9,698만원

68억
6,741만원

64.58명

252.76명

총 164억 4,158만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총 82억 6,430만원

총 317명

향후 과제
- 엑스포 집행기관의 일원화 및 전문화
Ÿ

과거 4차례 국제전기자동엑스포와는 달리 제5회 엑스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와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라는 2개의 조직이 행사를 집행하였음. 그 결과
업무의 중복성 및 신속한 결정의 부족, 특히 2개 기관이 중복으로 후원을 요청하
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노출하였음. 따라서 앞으로는
엑스포 집행기관의 일원화는 물론 전문성 제고를 통해 ‘탄소 없는 섬(CFI) 2030
제주’의 위상에 부합하는 행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Ÿ

만일 집행기관의 일원화가 조기에 실현되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운영해야 할 경우
에는 최소한 정확한 업무분장 및 비용분담을 통한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설정, 후
원사 범주 등을 분류하여 이중으로 후원유치 활동을 하는 등의 낭비요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전기자동차엑스포의 차별성 강화
Ÿ

전기자동차엑스포는 제주만의 이벤트로 경쟁력을 보여 왔으나 최근 타 지역에서
도 전기자동차엑스포가 개최되면서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경쟁력을 약화시
키는 위기가 방생한 상황임

Ÿ

실제로 지난 4월 환경부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전기차 트렌트 코리아
2018’은 총 250개 부스에서 다양한 전기자동차 및 관련 제품과 기술이 전시되고
다양한 주제의 국제컨퍼런스도 개최되었음

Ÿ

따라서 제주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서울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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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하여야 하고, 특히 전시 환경에서는 서울에 비해 불리한 여건임을 감안하
여 CFI 정책과 연계한 컨퍼런스 중심으로 개선하고 전시분야도 전기차 만을 소재
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까지 확대하는 등의 전
략 마련이 요구됨
- 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
Ÿ

전기자동차의 친환경 이미지와 연계한 수익성 상품 개발 등 행사기간 중에 직접적
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아이디어 구상은 물론 행사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시 운영 아이디어의 발굴이 필요함

Ÿ

예를 들어 제주도내 구축된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을 연계하여 교육/현장체험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관광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의 보다 더 다양한 방식
의 수익사업 발굴이 중요함

- 관람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Ÿ

관람객이 없는 엑스포는 무의미한 것으로 도내·외는 물론 국외 관람객 유치를 확
대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벤트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실제로 관람객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

Ÿ

따라서 관람객 확대를 위해서는 체험 및 참여형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과 함께
견학과 학습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동차 관련 용품의 경품응모 등
흥미를 유발하는 이벤트의 개발도 필요함

- 참여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Ÿ

상주인구는 물론 관람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마케팅 효과라
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물류비, 체재비는 더 많이 소요되어 참여기
업들에게는 매력요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Ÿ

따라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마케팅 효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 및 참가비용을 절감시켜 줄 방안을 강구해야 함. 특히 신생 벤처기업과 중소
기업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원해주거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
요함

- 도민과 참가자를 아우르는 서포터즈 운영
Ÿ

일반참가자의 58.8%, 컨퍼런스참가자의 58.7%, 참여업체의 59.0%가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일반참가자의 54.2%, 컨퍼런스참가자의 57.5%,
참여업체의 55.3%가 주변에 추천할 의사를 보였음

Ÿ

따라서 도민과 참가자를 아우르는 서포터즈를 도입하여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제주관광 또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인센티
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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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 설화 등
문화원형종합기록화사업(2)
문순덕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20세기 후반부터 도내외의 예술가들이 제주의 문화자원을 콘텐츠화 하는데 많은 관심
을 기울였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창조하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으나 좀 더
폭넓은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제주의 문화자원 중 설화(일반신화, 전설, 무속신화), 지명, 역사상의 인물 등에 대
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이러한 자료를 창작에 활용하고자
할 때 관련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이에 제주의 신화ㆍ전설ㆍ민담,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문화원형 보전을 위해 마을 단위
로 조사ㆍ기록화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국내외 구비문화(제주 설화 관련)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추진 근거:「콘텐츠산업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 조례」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10개 읍ㆍ면지역 설화(신화, 전설, 민담) 현지 조사 및 기록화
Ÿ

이 사업은 2016년 1차 사업에 이어 2017년 2차 사업(2017-2018)이 추진됨

Ÿ

1차 사업(2016-2017) 범위는 기존 제주 설화 관련 기록물 발굴 및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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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

3차 사업(2018-2019)은 제주시 동지역 대상 설화 현지 조사 중

연구방법
- 설화 관련 현지 조사
Ÿ

각 마을별 이야기 제보자 선정 후 채록

Ÿ

제주특별자치도 읍ㆍ면지역에 한정하여 각 마을별로 설화를 조사하여 기록화

- 온라인 탑재
Ÿ

제주 설화 문자 기록화 후 온라인 탑재

- 책자(오프라인용) 제작

연구 결과
○

온라인 탑재
- 제주 설화 유형 분류
Ÿ

대분류：신화, 전설, 민담

Ÿ

중분류

ㆍ 신화：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ㆍ 전설：역사, 인물, 지명, 장사, 풍수, 신앙, 자연, 효자, 효부, 열녀 전설
ㆍ 민담：인물담, 동물담, 본격담, 세속담, 소담, 원혼담
- 현지 조사 자료 제공
Ÿ

1차 조사 : 2017년 2월 1일 ~ 2017년 7월 30일(4개 읍ㆍ면지역： 조천읍, 안
덕면, 성산읍, 구좌읍)

Ÿ

2차 조사 : 2017년 5월 25일 ~ 2018년 7월 31일(6개 읍ㆍ면지역：애월읍, 한
림읍,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한경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역사 - 제주설화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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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게재
- 제주문화원형-설화편 2 발간) : 현지 조사 자료 수록

323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세부사업 내용
○

온라인 탑재 범위
- 1차 조사한 4개 읍·면지역(조천읍, 안덕면, 성산읍, 구좌읍)을 대상으로 전설 177
편, 민담 66편 등 총 243편과 2차 조사한 6개 읍·면지역지역(애월읍, 한림읍, 대정
읍, 남원읍, 표선면, 한경면)의 전설 221편과 민담 64편 총 285편을 게재하였음.
이를 합한 편수는 전설 398편, 민담 130편으로 총 528편임.

○

오프라인 수록 범위
- 온라인에 게재한 총 528편(전설 398편, 민담 130편)과 오프라인용으로 총 146편
(전설 100편, 민담 46편)을 포함하여 모두 674편이 수록됨.
Ÿ

1차 조사 결과(조천읍, 안덕면, 성산읍, 구좌읍) 전설 206편, 민담 88편 등 총
294편 수록

Ÿ

2차 조사 결과(애월읍, 한림읍,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한경면) 전설 292편, 민
담 88편 등 총 380편 수록, 전체적으로 전설 498편, 민담 176편으로 총 674편

- 현지 조사한 전설과 민담 중에 온라인으로 게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나,
연구자와 일반인들의 이용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책자에 포함하였기에 온라인 게
재 편수와 책자 수록 편수에 차이가 있음.
○

제주 설화 관련 코드번호 부여 방법
- 설화는 원문, 해제, 현지 조사를 구분하여 T(Text-원문), C(Construction-해제),
W(Work- 현지 조사) 등의 약호를 사용하였음. 또한 각각의 영역에 설화의 분류 기
준을 적용하여 M(Myth-신화), L(Legend-전설), F(Folktale-민담) 등으로 구분함.
- 현지 조사 자료를 제공할 때 코드번호는 W(Work)를 앞부분에 적고, 신화M(Myth),
전설L(Legend),

민담F(Folktale)의

첫

이니셜로

표기하였음.

를

들면

<W_M_001>은 신화 현지조사 자료 1번을, <W_L_001>은 전설 현지 조사 자료 1
번을, <W_F_001>은 민담 현지 조사 자료 1번을 나타냄.
Ÿ

1차 현지 조사 결과는 200번부터 부여

Ÿ

2차 현지 조사 결과는 500번부터 부여

1차 사업결과 : 제주문화원형-설화편 1 개요(2017년)
○

온라인 게재용 제주 설화 원문 제공 선정
- 제주 설화 총목록 4,590편을 조사ㆍ분류한 후, 최종 269편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저작물 이용 협의(개인, 공공기관 등)를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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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료(제주 설화) 해제 작성
- 제주 설화 자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정된 원문 269편 중 중복되는 작품을
제외하고 총 249편 대상으로 해제를 작성함.
- 각편에 대한 해제 작성 시 해당 설화 관련 줄거리를 중심으로 하고 특징을 서술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현지 조사 수록 기준
- 기존 자료를 분석한 후 해제 작성 목록으로 선정된 설화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하여
기록하였음.
- 설화 원문 269편을 기준 삼아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총 270편을 수록하였음(온라인 255편, 책자용 27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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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고봉현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제5항에 의하면,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
침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재정비할 필요

○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지역차원의 합리적인 산업입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

1·3차산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구조의 재편 및 고도화와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차원의 합리적인 산업입지정책 수립 필요

○

본 계획의 목적은 수립지침에 근거한 제주지역 산업입지 수요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제
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으
로 목적으로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7년
- 계획기간 : 2016~2025년(목표년도)

○

연구 방법
- 기초통계 분석 : 지역경제 주요지표 분석(GRDP 및 산업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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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문헌 검토 : 제주지역 관련 상위계획, 관련정책 및 법·제도 검토
- 수립지침에 제시된 수요추정 방법론 검토 및 산정
-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 및 원단위에 의한 방법 등을 활용한 수요추정

연구결과
○

제주지역 산업입지 현황
- 2017년 제주지역 산업입지 면적은 2,766천㎡(전국대비 0.3%)로 최근 10년 동안
343천㎡의 순증가를 나타냄
Ÿ

제주지역 개별입지면적은 2,489천㎡(전국대비 0.6%), 계획입지면적은 278천㎡
(전국대비 0.1%)

Ÿ

개별입지면적은 산업단지 밖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부지면적이며, 계획입지는 산업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부지면적임

- 2017년 제주지역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457천㎡(전국비중 0.2%)로 최근 10년
동안 1,084천㎡의 순증가를 보임
Ÿ

제주지역에는 6개 산업단지와 2개 준공업지역이 있음(국가산업단지 2개, 농공단
수
탁
과
제

지 3개, 일반산업단지 1개, 준공업지역 2개)
○

제주지역 산업입지 수요 및 공급규모 산정
- 제주지역 산업입지 수요추정 결과
Ÿ

2025년 제주지역 산업입지 수요는 3,379∽3,594천㎡로 추정

Ÿ

2025년 제주지역 산업입지 순수요는 532∽746천㎡로 추정

- 제주지역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Ÿ

계획기간(2016~2025년) 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입지 공급규모는 91∽143
천㎡로 산정됨

Ÿ

산정된 공급규모는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으로 산업단지 1∽2개를 추가
조성할 수 있는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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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산업입지 공급계획
- 2018년 현재 산업단지 신규지정 및 확장계획이 있는 부서는 소상공인 기업과로 3
개 농공단지의 확장을 추진중에 있음
Ÿ

목표 계획입지 공급규모(산업시설용지)는 91.2~142.6천㎡이며, 3개 농공단지의
확장에 따른 필요면적은 175.0천㎡로 목표 계획입지를 32.8~83.8천㎡ 초과함

- 농공단지 확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40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29억 원, 취업유발인원 261명으로 계측됨
○

산업입지 노후화 진단
- (물리적 환경) 대정농공단지가 가장 노후화(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95.5%, 기반시
설 노후도 28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단지 재생지원사업이 필요
- (생산활동) 구좌농공단지의 활력도(생산·입주기업·가동률 모두 낮음)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및 경영지원 등의 구조고도화 지원사업이 필요

○

산업입지 활성화 방안
- (첨단과학기술단지) 혁신성장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을 육성
하고 향후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2단지 연계·통합된 전략수립이 필요
- (용암해수산업단지) 물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 이를 통해 용암해수 관련산업의 집적이익 극대화 도모
- (농공단지) 제주지역의 주요 생산업종이 음식료품의 특화발전을 유도, 지역 농축수산
물의 생산·가공·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형 농공단지를 조성
- (화북준공업지역)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25년 주거용지
로 변경 계획이 있으며,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음
Ÿ

(1안) 대체입지 선정후 이설, (2안) 복합용지로 도시정비, (3안) 공업기능 재생

Ÿ

(입주기업 의견) 주거용지로 변경 시 산업단지 개발(57.6%)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체입지로는 동지역(72.1%)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론화를 통하여 투명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

- (토평준공업지역)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도 산업입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귀포
시 공업지역 확대에 대비하여 확장이 필요함

종합 및 정책제언
○

산업입지 공급측면
- 도내 제조업은 적은 비중이지만 1차산업과 연계된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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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낙후된 2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적화된 산업입지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임
Ÿ

따라서 기업의 수요에 부합한 적정입지의 확보가 필요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산
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Ÿ
○

기업활동의 편의를 위해 동지역으로의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단지 재생측면
-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산자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있음
Ÿ

제주지역의 모든 농공단지에서 20년 이상 건축물의 비중이 50%가 넘으며, 기반
시설도 25년이 경과되어 재생사업을 시급히 검토하여야 함

Ÿ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대정농공단지가 가장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
단지 재생지원사업이 시급함

Ÿ

생산활동 측면에서 구좌농공단지의 활력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및 경영지원 등의 구조고도화 지원사업이 필요함

○

산업단지개발과 주민갈등
-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높아 갈등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Ÿ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하여
도의 정책을 알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산업단지개발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Ÿ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의 인프라(도로, 환경오염저감시설 등)를 확충
하고 개발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폐수·소음·분진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친환경
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야 함

○

화북준공업지역 도시정비 프로그램(안)
- 이설방안, 복합용지 정비방안, 공업기능 재생방안 모두 주민과의 갈등(지자체-주민,
주민-주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전문가, 관련부서,
주민 등이 참여하는 도시정비 프로그램(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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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제주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강진영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유네스코 3관왕 달성과 더불어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제주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힐링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

○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정원산업에 1조 6000억 규모로 육성하는 한국
정원 세계화를 위한 전략이 담긴 제2차정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정원 인프라 구축, 정원문화교육 확산 및 관광자원화, 정원산업기반 구축 및 시장
활성화, 한국정원의 세계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제주
지역에 국가정원을 조성하고자 함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89-5번지 외 4필지(약 170ha)

○

(시간적 범위) 1단계(지방정원) : 2019~2023, 2단계(국가정원) : 2024~2028

○

(내용적 범위) 제주국가정원 개발여건분석 및 기본구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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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

제주의 3가지 신화를 인간생명의 탄생과 윤회스토리로 정원 구성
- 신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제주인의 삶과 문화, 자연을 정원에 반영
- 서천꽃밭 이야기, 강림차사 이야기, 삼승할망 이야기 등

○

공간 배치 구상
- 초지와 방목장 : 수목 및 지형의 훼손없이 주진입 공간 및 편의시설 배치
- 물영아리 오름 주변 : 람사르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생태계 보존 1등급) 보존
- 남측 방목장 : 지역의 목축문화와 연계한 지역 상생방안 마련

○

지역주민과 연계한 내생적 발전
- 기존 목장용지와 초지조성지의 일부를 지역주민이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
- 정원 내 편의시설의 지양을 통해 지역 내 낙수효과 유도
- 남원읍 수망리와 연계한 사업의 발굴 및 직원의 우선 채용

○

적정 수용력에 따른 활동허용량 추정
- (최대치) 연간 이용객 및 일일 주차대수 : 연 190만명·600여대
수
탁
과
제

MASTER PLAN
○

제주국가정원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자연 공간으로 구성
- 제주인의 삶은 제주의 3가지 신화(서천꽃밭, 삼승할망, 강림차사)를 테마로 12개 정
원으로 구성
- 제주의 문화는 대상부지의 남측과 북측 방목장을 연계하여 제주의 목축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정원으로 구성하되 기존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목장과 초지 조성지 일부
를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목장정원, 목장길)
- 제주의 자연은 물영아리오름을 중심으로 제주의 자연(돌, 바람, 오름)을 간직한 정원
으로 구성(바람의 정원, 오름정원)

기본 계획(안)
○

공간계획 : 제주인의 삶과 문화, 자연을 테마로 정원 구성

○

동선계획: 정원산책길, 정원관람길, 물영아리오름 남측 연계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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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 계획
- 서천꽃밭 : 삶의 의미(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
- 강림차사원 : 회고와 용서(차사본풀이)
- 삼승할망원 : 생명의 탄생(삼승할망본풀이)
- 목장정원 : 제주의 목축문화
- 바람의 정원 : 바람과 어우러진 제주자연의 독특함 보전

정원시설계획
○

정원 시설은 크게 진입부, 서천꽃밭, 강림차사원, 삼승할망원 등으로 구성

○

진입부는 부지중심에 위치한 보존지역(오름)의 북측을 활용
- 북측을 주 진입부로 두고 두 공간은 기존 숲길을 통해 연결
- 진입부의 도입시설은 주차장, 승하차장, 매표소, 관리사무소, 전시홍보관 정원마당
등으로 구성

○

서천꽃밭을 미래의 정원으로 구성하되, 제주가 생명존중, 생명지향의 도시임을 상상을
통해 표현
- 서천꽃밭원의 도입시설은 중앙마당, 약초정원, 치유정원, 3색천정원, 정원홍보관, 기
념품 판매소, 공연장, 방선문정원, 황칠나무숲, 사계정원, 동백정원 등으로 구성
- 서천꽃밭원 일부시설에는 IT기술을 접목하여 약초재배와 관련된 기술, 정원산업에
대한 홍보 등과 연계

○

강림차사원은 권선징악의 교훈과 연계하여 구성
- 도입시설로는 회고정원, 송이길, 소원정원, 상록침엽수정원, 덩굴정원, 억새정원 등
으로 구성

○

삼승할망원은 신화의 내용 중 경쟁과 홍보의 내용으로 구성
- 도입시설로는 용궁정원, 기념정원, 탐라산수국정원, 참꽃나무정원, 철쭉정원, 작가정
원, 세계정원, 기업홍보정원인 뽐내기 정원,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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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

1단계(2019~2023년) 사업 : 지방정원 조성 및 등록(100억)
- 진입부(진입도로, 주차장), 광장, 서천꽃밭, 관리사무소 및 기반시설 조성(관리용 도
로, 상하수도)

○

2단계(2024~2028년) 사업 : 국가정원 조성 및 등록(350억)
- 강림차사원, 삼승할망원, 전시홍보관, 남측연계 동선 정비 등

수
탁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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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강진영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지닌 곳임

○

제주도는 2002년 한라산국립공원과 서귀포 도립해양공원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권고를 받았음

○

이에 따라 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가 절실한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을 대상으
로 한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 필요성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
게 됨

○

또한 2005년 수립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2005-2014)’이 기간 경과함에
따라 지역 여건 및 국내외적인 관리전략과 행동계획 변화를 반영한 용도구역 내 보전
및 발전방향 제시 등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도
- 관리계획 시간적 범위 : 2018~2027년

334

2018년도 연구결과

Ÿ

다만,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관리계획은 2019년 확대지정 결정 후
2020년부터 적용

- 과업의 목표연도 :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

공간적 범위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안) 지구

○

내용적 범위
- 1차년도 (2017년)
Ÿ

현황 및 여건 분석

Ÿ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Ÿ

생물권보전지역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확대 구역안 제시

Ÿ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예비 신청서, 본 신청서
초안 작성

Ÿ

확대 대상지역 추가 학술 조사

- 2차년도 (2018년)
Ÿ

생물권보전지역 본 신청서(국문), 최종 신청서(국문, 영문) 작성

Ÿ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수
탁
과
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안)
○

핵심구역은 현재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한라산국립공원, 영천·효돈천 천연
보호구역,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서귀포도립해양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
계보전 지구(1·2등급),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해양보호구역으로 국내법에 의해 보
호받는 지역으로 설정함. 다만,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 중 30만㎡ 미만의 소규모
이며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은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목 상 개발가능 지목
은 협력구역으로 설정함

○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제외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과 생물다양성 보전이 고려
되는 지역으로 2009년 생태계 서식처질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으로 설정함

○

협력구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육상지역과 해양지역은 지역주민이 친환경적
으로 해양자원을 이용 가능한 지역으로 제주본도 경계 및 해양지역의 핵심구역과 완충
구역의 경계에서 통발어업금지 구역 경계를 적용한 5.5km 떨어진 지역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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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을 설정한 후 복잡한 경계선에 대해서 최대한 각 용도구
역을 침해하거나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단순화 작업을 하여 용도구역을 설정함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위치 및 구역별 경계설정(안)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

새로이 확대되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물권보전
지역, 제주!’로 하였으며 이는 생물권보전지역 중 제주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비전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 구
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 추진전략과 14개의 추진사업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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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비전 및 목표와 추진전략

수
탁
과
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세부 실행 계획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세부사업별 추진사업을 정리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
음. 시행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였음

○

세부사업별 추진사업
전략

세부사업
생물종 보전 및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강화

자연
자원
보전

목표
◦ 생물권보전지역 내 지역자산 조사 및 연구
◦ 생물종 데이터베이스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고유 및 특이 생물종 유전자 분석 및 유전자은행 등록
◦ 주민참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생태계 우수지역별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 멸종위기종 현지내외 보전강화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
◦
◦
◦

훼손지역 우선순위 설정 및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복구사업 완료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식생복원 및 생물다양성 유지 환경 조성
식생복원용 양묘생산체계 강화

외래 위해 동식물
관리 강화

◦
◦
◦
◦

외래 생물종 위해성 평가 및 퇴치 사업 추진
환경단체와 연계한 외래생물종 모니터링단 운영
외래 위해 생물종 정보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외래 생물종 유입 방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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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자연
자원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교육
․
홍보
및
주민
역량
강화

세부사업
생태학습장 조성 및
프로그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목표
◦ 생태학습 통합 관리 홈페이지 운영 및 생태학습
관리센터 구축
◦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생태탐방로 조성 및
정비

◦
◦
◦
◦

휴양자원 발굴 및
활용

◦ 휴양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 휴양림 정비사업 추진
◦ 산림복지단지 조성(서부권)

생태관광 활성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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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생태마을 선정 및 기존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생태관광마을 네트워크 운영단 구성 및 지원
체류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 단위 수익구조 구축

특화마을 조성

◦ 특화마을 공모
-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마을 공모 지원
◦ 특화마을 조성 지원

마을기업 육성

◦
◦
◦
◦

마을 자원 발굴 및 개발
마을기업 육성 및 협의회 구성
견학 및 교육 지원
마을기업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인증 사업
활용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로고 부여 기준 재설정
- 숙박 및 요식업체에 대한 협력업체 브랜드 인증 추진
- 신규 브랜드 업체 선정 등
◦ 브랜드 제품 관리 체계화
◦ 브랜드 홍보 및 마켓페스티벌 개최

생태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 총괄조직 설치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유네스코 학교 교류 확대
◦ 사회 환경교육 다양화

주민참여 활성화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마을 환경감시단 및 구역
운영관리단 구성 및 운영
◦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Festival 개최
◦ 청년포럼 개최

대외협력 활성화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후속 모니터링
◦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협력 강화

홍보 강화

평가
및
관리

탐방객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점 파악
생태탐방로 정비
이용객 편의 제공 - 코스 간 이동수단 설치
체험형 생태탐방로 조성

평가지표설정 및
통합관리

◦
◦
◦
◦
◦
◦

홈페이지 및 블로그 개편
서포터즈 운영
홍보책자, 안내판 비치
홍보부스 운영 확대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지정 기념 행사

◦ 제주도내 생물권보전지역관련 사업목록 선정
◦ 사업평가체계도입
◦ 생물권보전지역 통합운영체계마련

2018년도 연구결과

●

수탁과제

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안경아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
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됨

○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임하여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
도록 하는 것이므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위탁 관리 개선을 위하여 사무 운
영성과를 평가하도록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
- 민간위탁 평가대상은 민간위탁 사업비 2억 원 이상이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
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임
- 평가결과는 민간위탁 운영 평가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
록 함

○

2017년 주관부서의 자체평가를 추진한데 이어 2018년에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객관
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함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
구용역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법과 지표를 설정함
-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를 측정하고 산출된 결과를 분
석하여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제언함
- 민간위탁 사무별 평가점수와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를 제시함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상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 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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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의 책임 하에 수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장과 민간과의 사무 협약 관계를 가짐
○

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연간 사업비 200백만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중 별도
의 평가 근거가 없는 사무를 대상으로 시행함
- 세출예산서상 민간위탁금(307-07)로 편성된 사무에 한정함
- 위탁만료일 2018년 12월 ~ 2019년 3월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함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별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함

○

2018년도 평가 대상 사무 검토 결과, 2억 이상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한 민간위탁 사
무는 35개이며, 이 중 민간위탁금을 분할하여 위탁하는 동시에 수탁기관이 다른 2건을
추가하여 총 37건을 평가하였음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법
○

민간위탁 사무 운영 결과, 산출물은 공공서비스임
- 지방자치단체장 소관 사무, 즉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위탁하고 민간이 위탁받은
사무를 그의 책임 하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사무 수행의 산출물은 공공서비
스임(홍정선, 2013)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고 제3자인 주민이 소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음(Salaman, 2002)
- 성과지표 설정, 성가평가 시행, 평가결과 활용방안 제안으로 구성됨

○

공공서비스 생산ㆍ공급방식 중 하나로 민간위탁의 도입은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NPM)이 영ㆍ미권 국가에 등장하면서 공공서비스 공급
에 민간의 시장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면서부터임
-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원리는 공공서비스 생산에 시장 경쟁원리 도입(시장화), 정책과
집행 기능 분리(분리), 성과 관리와 인센티브 도입(인센티브) 등임

○

민간위탁의 목적이 민간위탁 행위 자체로 달성되지 않아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전제가 필요하게 됨
- 이에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의 목적인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고자 인센티브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는 평가지표 설정, 평가 시행, 평가결과 활용 제언으로 구성됨
-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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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1.사업계획
(17)
2.인력관리
(12)

공통
지표
(60)

3.예산관리
(11)

평가지표

측정
방식

1.1.사업계획의 구체성

정량

⦁사업계획서상 성과목표
구체성 정도

2.1.인력 효율성 제고 노력

정량

⦁직원 1인당 사업비 증감률

2.2.인건비 절감 효과

정량

⦁직영 대비 인건비 절감효과

2.3.근태관리

정성

⦁근태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3.1.예산 집행률

정량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

3.2.예산집행 관리

정성

⦁예산집행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정성

⦁자체 평가회의 운영 및 회의
결과의 반영 영부
⦁주관부서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시행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

정성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조사결과 반영 여부
⦁전문성 신뢰도 조사
⦁도민 요구 대응도 조사

정량
정성

⦁전년 대비 실적 향상 정도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정도
⦁협약사무의 원활한 추진

4.1.평가ㆍ환류 체계
4.평가체계
(20)
4.2.이해관계자 만족도

개별
지표
(40)

5. 추진실적
(40)

평가내용

5.1 추진실적

- 민간위탁 평가 대상 사무 분야의 연구자, 교수, 전문가, 활동가 등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음
- 평가위원은 수탁기관 및 주관부서 질의결과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성과평가 지표를
측정하여 사무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였음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3명이 민간위탁 사무별 현장ㆍ대면평가에 참
여하였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상 사무 37건을 평가한 결과, 총점 평균값 88.81점인
것으로 나타남
- 공통부문 60점 중 53.03점을 득점하여 평균 득점률이 83.38%인 것으로 나타남
- 개별부문 40점 중 35.78점을 득점하여 평균 득점률이 89.45%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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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인력효율성 제고 노력(-), 인
건비 절감효과(-), 주관부서 지도점검 시행 및 결과 반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
과 반영(+) 등인 것으로 나타남

민간위탁 관리 개선 제언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
업계획서 작성 시 정량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 상 정량적 성과지표 설정 시 전문가, 주관부서 등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의 내용이 해당 사무 수행을 통해 산출하는 공공서비스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수준이 전년 대비 또는 목표 대비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성과지표 설정 시 산출물의 내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유사사무 추진 여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유관 부서의 유사 사무 추진 여부 검토
- 유사 사무에 대한 보조금, 국비 지원 여부 검토
- 보조금 국비지급의 중복수혜 기관인 경우 민간위탁 사무와 보조금 사무의 차별성 설
정 필요

<인력관리>
○

인력효율성 제고 노력과 인건비 절감효과 등이 추진실정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바,
인력 또는 인건비 절감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투입인력의 고용조건, 여타 사무의 중복 수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ㆍ환류체계>
○

서비스 수혜자 및 관계자에 의한 성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 과제에 반영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민원 사례수 감소, 민원 내용의 질적 측정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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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평가 결과는 사무별로 인센티브를 적용 시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평가 겨로가 매우 우수하면 계약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평가결
과, 점수가 미흡하면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반영할 수 있음

○

민간의 행정사무 및 기획 역량을 보완할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방법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및 노무관리
방법 등이 필요함

○

민간위탁 사무 개선과제 해소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서 과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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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완)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수자원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써

○

제주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자원
분야의 기본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2013년 제주특별법에 의해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
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오염원 증가 등 수자원 환
경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관리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해 2013년 수립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 계획에는 제주도의 수자원 부존량 및 지속이용가능량 재평가
와 더불어 이를 토대로 수자원 개발･이용 현황 분석, 용수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물 산
업 육성 계획, 수자원 보전·관리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음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2013년 수립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현 시점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수행하
는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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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 개발·이용의 기본 지침이 되는 물수지 분석을 종전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단축하여 현 시점에서의 지하수 함양량, 지속이용가능량 등을 재분석하였음

○

또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를 반영하여 용수 수요량을 재산정 하였으며, 특히 관광
인구의 경우에는 현재 제주도의 관광 수용력을 감안하여 관광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
는 등 좀 더 현실적인 용수 수요량 예측이 되도록 하였음

○

용수 공급계획에서는 현재의 공급 가능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지양하고 정수시설 확충, 용천수, 빗물활용 등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공급계획이 되
도록 하고 있음

○

지하수 보전·관리 계획에는 현재의 지하수 관리 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했던 시책을 검토함과 아울러 선진국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하여 관리 계획안을 마련하였음

기본방향 및 목표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계획은 수자원관리 선진화,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 물 순환 건
전성 회복, 물 공급·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제주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
현이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제주형 수자원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추진 전략별 추진체계와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계획(안)을 수록하였음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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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추진 계획(안)
○

“수질관리 분야” (지속이용가능한 청정수질 확보)
◦수질등급별 관리 : ①중산간 이상 지역(AAA·AA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추가지정
⇒ 개발행위 및 오염행위 금지
②저지대(A·B등급) 지하수 환경기준 관리 ⇒ 먹는물 기준 수질 일제조사(매5년)
◦적극적인 오염관리 : ①측정망 확대 ②수질-오염원 통합감시·관리시스템 구축
③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 ➃가축분뇨, 비료 등 오염원 관리방안 마련 시행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 ①오염지하수 수질개선 ②오염방지시설 개선

○

“개발·이용 분야” (청정수질을 기반으로)
◦물 공급·관리 통합운영 : ①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 추진 ②농업용수(수리계↔수리
계) 관로 연계 및 상수도↔농업용수 관로·수원 연계 통합운영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추진 ③중산간 지역 생활·농업 공공관정 관로 연계
◦지하수 이용체계 합리화 : ①수질에 따라 용도구분 없이 허가 여유량 합리적 배분 ②대
형관정에 대한 공공급수원 수준의 효율적인 이용체계 구축 ⇒ 시설기본조사 ③미이용관
정 정리 ⇒ 목표 관정밀도 2공/㎢

○

“보전관리 분야” (청정수질의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총량관리 : ①이용량 전수모니터링 ⇒ 제주형물산업 연계 ②관정별 허
가취수량 조정 ③기준수위관측망 신설(262개소) ④유역별 총량관리
◦수량·수질 통합관리 시행 : 수질등급별 관리방안 및 개발이용총량관리를 통해 먹는물
수준의 지하수를 용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도 개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재검토

○

“기타 분야” (상기 3대 분야 추진을 뒷받침할)
◦ 지하수관측·감시망 구축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제주형 수문해석모델 등 R&D,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대체수자원 통합이용을 통한 활용성 증진 및 가뭄 대처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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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 2차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하수 오염원
이 증가되고 있고, 재배작물이 고소득 특용작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화학비료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우 등 수자원 환경변화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하수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
라 지하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
는 등 지하수 수질오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 지하수의 고품질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킴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함

○

또한, 지표 오염원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밀폐형 지하수 상부보호시설은
고비용으로 전면 교체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제주도의 지하수 개발․이용 특성에 적합
하고 현장 적용성이 뛰어나며 구조가 단순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실용화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사항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으로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샘플링 조사를 수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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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판매량 조사 : 도 전역
- 비료 사용량 및 재배작물 조사 : 시범연구지역
Ÿ
○

고산1리 1,059필지, 조천·남원·구좌·성산 지역 158필지, 분기별 1회 조사

지하수 오염원 규명 및 오염원 유동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시범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사를 수행했음
- 고산1리 ~ 청수리 지역 지하수 관정 23개소 및 시추조사공 13개소 분기 1회 지하
수 수질 및 환경동위원소 분석
- 시추조사 : 고산리 지역 5개소 13개소 시추조사공 설치
- 수질전용 시추 조사공 설치 : 구경 200mm, 굴착심도 110m
- 고산리 지역 지질구조 단면도 작성

○

지하수 상부오염방지시설 현장 적용성 평가 2개소
- 1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제주형 상부오염방지시설을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현장 적
용성 평가

○

시범연구 지역 내 비료사용량 대비 작물 수확량 분석
- 고산1리 지역 필지별 비료 사용량 대비 작물 수확량을 분석하여 비료 사용량에 따른
작물 수확량 변화 상태 분석

○

지하수 오염원 규명을 위한 시범지역 지하수 미생물 유전자 분석
-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오염원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미생물 유전자 분석 적용
성 평가

○

지하수 오염 부하량 예비 분석
- 화학비료,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 부하량 예비 분석으로 지하수 오염 기
여율 평가

기본방향 및 목표
○

본 연구는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의 주요 지하수 오염원인 화학비
료,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

첫 번째, 지하수 오염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

○

두 번째, 이미 지하로 유입된 오염원으로부터 지하수 오염을 어떻게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 할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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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

지하수 오염원 현황
- 2017년 말 기준 지하수 잠재오염원 대상시설은 총 15,138개소가 분포하며, 시설별
로는 개인하수처리리시설이 10,058개소로 가장 많으며, 지정폐기물배출시설 1,456
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1,279개소, 지열이용시설 873개소 순임

○

도 전역 비료 판매량 조사 결과
- 2017년 질소비료 판매량은 14,790ton으로 2012년 12,263ton에 비해 20.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의 경우에도 2012년의 경우 7,457ton이었으나
2017년은 9,919ton으로 33%나 증가하고 있어
- 비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비료 성분들이 해안으
로 유출될 경우 해안지역 부영양화의 주요인이 될 수도 있어, 질소와 더불어 인
(P2O5) 성분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시범연구지역 재배작물 및 비료사용량 조사결과
- 고산1리에서 재배되는 작물 중 재배면적이 넓은 작물은 무가 487필지 1,162,358
㎡으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 보리가 228필지 567,464㎡, 기
장이 233필지 559,906㎡, 마늘이 225필지 495,341㎡ 순으로 나타났음
- 단위면적당 질소비료 사용량으로는 브로콜리(봄) 39.0kg/10a으로 가장 많고, 그 다
음

비트(봄)

32.5kg/10a,

쪽파

26.2kg/10a,

마늘

26.0kg/10a,

양배추

25.8kg/10a 순으로 많았으며,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무의 경우에는 17.2kg/10a로
비교적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었음
- 질소성분과 더불어 해안지역 부영양화의 주요인이 되는 인의 경우에는 브로콜리(봄)
가 29.7ka/10a, 비트(봄) 24.9kg/10a, 방울양배추라 불리는 방울다다기양배추인
경우가 22.1kg/10a, 마늘이 17.3kg/10a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
○

시범연구지역 시비량 대비 작물 생산량 분석
- 시비량과 작물 생산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작물생장에 필요로 하는 비료
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어 초과 사용된 비료는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적정 시비량 산정 시 지하수나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
경부하를 고려한 시비량을 제시하고 있음

○

지하수 오염원별 발생 부하량 비교
- 제주도의 질산성질소 주 오염원은 질소비료에 의한 것이 68% 수준으로 가장 높으
며, 서부지역인 경우에는 가축분뇨에 의한 질소 발생량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발생 부하량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가 50㎥/일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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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이 대부분이어서 발생 부하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시설인 경우 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오염원별 질소 발생 부하량 비교(좌 : 도 전역, 우 : 서부지역)>
○

시범연구지역 지하수 오염원 규명 유동 모델링
- 제주도 서부 고산지역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의 오염은
Ÿ

이 지역에 설치된 관정의 그라우팅 부분이 훼손되어 관정벽을 통해 상부 지표면의
오염물질이 누수/유입되는 부분과

Ÿ

지하수 유역의 상류로부터 이미 오염된 심부 지하수가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하류
지역인 고산 지역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모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시급히 수행되어
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Ÿ

불완전한 그라우팅으로 관정 벽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
여 재시공(regrouting)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

Ÿ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관정 벽이 불완전
하게 그라우팅 된 관정을 판별해야 함. 이를 위한 기술적 방법이 선결되어야 함

Ÿ

오염된 심부지하수의 함양지역을 평가하고, 함양지역에 분포된 오염원 및 잠재오
염시설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정량적 평가 수행이 필요함

향후 연구 계획
○

본 연구는 2019년 5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로 지금까지 결과는 2차
년 도까지 수행된 중간결과이며, 3차년도 연구는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임
- 한림, 한경 지역 지번별 재배작물 현황 조사
Ÿ

354

한림읍 19개리, 한경면 15개리 지번별 작물현황 조사

2018년도 연구결과

Ÿ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리단위별(지번) 재배작물의 화학비료 사용량과 판매량 연
계성 분석

- 도 전역 질산성질소 오염 발생 부하량 산정 및 농도 변화 추세 예측
Ÿ

재배작물 비료 사용, 가축분뇨(액비 포함), 생활하수(개인오수처리시설) 오염 발생
부하량과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농도와의 연계성 분석 및 변화 추세 분석

- 지하수 질산성질소 오염 규명 및 유동 모델 구축
Ÿ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원과 함양지역과의 관계 규명

Ÿ

한경면 상류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유입 및 지하수의 유동 경로 규명

Ÿ

시공불량 지하수에 의한 지표 오염물질 유입관정 선별을 위한 평가 기법 개발

Ÿ

질산성질소 오염원 유동 경로에 대한 시․공간적 해석과 개념모델 구축 모델링

- 지하수 수질개선 기법 개발
Ÿ

비포화대 구간 또는 상부 대수층을 통해 오염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개소 선
정 후 수질개선 기법 시범 연구

-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적정 비료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Ÿ

비료 사용량 대비 재배작물 생산량 분석을 통한 최적 비료 사용량 산정

Ÿ

비료 사용량 저감에 따른 작물 수확량 감소 등 농업영향(경제성 등) 분석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질산성질소 오염 유형별 적정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Ÿ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 발생 유형별(화학비료, 가축분뇨(액비), 생활하수(개인
오수처리시설)) 유출 특성에 따른 적정 관리 및 저감 방안 마련

협
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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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과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엄상근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조)은 5년 단위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규정
- 2004년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04~‘08년)이 수립되었고, 균특법 개정(’09.4월)에
따라 계획명칭을 변경하여 제1차 지역발전5개년계획(’09~’13년), 제2차 지역발전5
개년계획(’14~’17)을 수립하였으며, 균특법 개정(’18.2월)에 따라 그 명칭을 다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의결함

○

5년간의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필요
- 문재인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
전정책 방향 제시(‘18.2.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

문재인정부의 지역정책에 맞추어 향후 5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수립

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8년 ~ 2022년(목표 년도)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계획, 사업, 통계자료 활용 작성

○

목표 및 추진 전략 : 상위계획, 균형발전 계획 + 연구팀 회의로 작성

○

세부과제 작성 방법론
- 제주도청 균형발전 발굴(기존 :2018년 계속사업 모두/신규)
- 제주연구원 균형발전 발굴(기존/신규)
- 제주지역 유관기관 균형발전사업 제안(제주TP, JDC, 제주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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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및 목표
○

비전 :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존과 청정의 균형도시

○

기본 목표
- 제주도민 주도 및 참여를 통한 균형발전
-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에 의한 균형발전

○

기본 전략 및 성과 목표
- 사람(도민의 주도)
Ÿ

1인당 GRDP(천원) : 2018년 27,461(‘16) → 2022년 37,059

Ÿ

인구십만명당 보건복지시설수(개소) : 2018년 94.2(‘16) → 2022년 96.7

- 공간(공존의 균형)
Ÿ

농촌지역(읍·면) 인구증감률(%) : 2018년 3.6(‘13~’17) → 2022년 4.1

Ÿ

공공임대주택 공급수(호) : 2018년 1,116(‘17) → 2022년 4,000

- 산업(청정의 특화)

○

Ÿ

사업체 증감률(%) : 2018년 3.9(‘13~’17)) → 2022년 4.4(%)

Ÿ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율(%) : 2018년 46.3(‘17) → 2022년 60

추진 전략
- 사람(도민의 주도) à 제주도민 주도의 참여체계 구축
① 교육-일자리 맞춤형 창조 인재 양성 및 안정된 일자리 창출
② 제주문화 진흥과 격차 해소, 제주자산을 활용한 관광 특화
협
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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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맞춤형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
- 공간(공존의 균형) à 제주전역의 공간적 균형체계 구축
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
②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도시재생 추진
③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내 인구유출 최소화
- 산업(청정의 특화) à 제주만의 혁신산업 플랫폼 구축
① 지속가능한 국제교류‧교육연수의 거점, 스마트 제주혁신도시 실현
②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지역산업 혁신 완성
③ 제주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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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사람) 제주도민 주도의 참여체계 구축
- 교육-일자리 맞춤형 창조 인재 양성 및 안정된 일자리 창출
Ÿ

국립 제주대학교 지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산·학·관 맞춤형 특성
화고 지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등

- 제주문화 진흥과 격차 해소, 제주자산을 활용한 관광 특화
Ÿ

거점형 문화체육인프라 확충, 남북 평화크루즈 운영, 제주형 글로벌 생태관광 허
브 조성, 웰니스관광 상품 개발 등

- 맞춤형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
Ÿ
○

보육 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공간) 제주전역의 공간적 균형체계 구축
-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
Ÿ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한반도 해상물류 연계사업,
뷰티화장품 협력사업,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 등

-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도시재생 추진
Ÿ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 복합환승센터·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

-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내 인구유출 최소화
Ÿ
○

우리동네 의료협동조합 사업, 마을 유휴공간 공유 지역경제 사업 등

(산업) 제주만의 혁신산업 플랫폼 구축
- 지속가능한 국제교류·교육연수 거점, 스마트 제주혁신도시 실현
Ÿ

스마트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연수타운 조성, 이전공공기관 지역상생
사업, 스마트 기상 육성센터 설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공공기관 제주 이전
추진 등

-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지역산업 혁신 완성
Ÿ

전기자동차특구 및 연관산업 육성,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블록체인 허브도
시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사업,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해상풍력 클러스터
연계 등

- 제주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Ÿ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해양특구, 해양관광, 청정해양보존 등), 제주 국가정원·국
립공원 조성, 해조류 리사이클링센터 건립 등

○

제주도 지역 내 불균형 완화
- 균형발전 예산 확충, 주민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역내 불균형 완화
Ÿ

소외지역 방문학습 제공 사업, 제주문화여가중개소 사업 등 도민이 주도하고 공감
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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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혁신역량 결집과 지방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에 의거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주지역 혁신기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의 추천을 받아 20여명 규모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
여 구성하며 분과협의회는 필요 시 별도로 구성함
-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의 사전 심의, 제주지역 내 부처
공모사업의 검토‧조정, 신규 과제 발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20조의 연차보고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
전계획 자체평가서를 작성하며 ①발전비전과 추진전략, ②목표 및 성과지표, ③발전
방안(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지역내 불균형 해소전략)으로 구성

○

‘제주지역 혁신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시행
계획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등에 대한 심의
를 지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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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2018∼2022)」에는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에 따라
505개 세부과제(안)를 제시하고 있음
Ÿ

사람 전략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분야의 153개 사업

Ÿ

공간 전략으로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분야의 226개 사업

Ÿ

산업 전략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분야의 121개 사업

Ÿ

지역 내 불균형 해소 전략 분야의 5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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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전략

세부과제(개)
계속
신규
합계
사업
사업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28

5

23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74

23

51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 체
계 구축

51

10

41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159

77

82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38

14

24

인구감소 지역을 거주강소 지역으로

29

6

23

혁신도시 시즌2

39

-

39

지역산업 혁신

46

4

42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36

18

18

지역내 불균형 해소

-

5

-

5

합계

-

505

157

348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지역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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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과제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시행 성과분석
손상훈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도면은 섬이라는 공간상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교통, 환경, 인프라 측면에서 수용력에
제약이 있음. 그럼에도 최근 방문객과 입도차량이 크게 증가하여 교통, 환경, 인프라 부
족 문제가 현안 이슈로 대두되었음

○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용 외부자동
차 운행제한을 시행하였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통행 제한 행정
명령 공고를 시행함

○

운행제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

따라서 사업용 외부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제한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 행정명령에 대한 지속 여부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개
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과업에서는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시행에 따른 성과를 정량적, 정
성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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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우도면 전 지역(6.18㎢)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6년 ~ 2017년, 장래연도: 2020년

○

내용적 범위
- 우도면 일반 현황 조사, 정책 동향 및 선행 연구 고찰,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전후
비교 분석, 자동차 운행제한 성과 및 발전방안 도출

연구결과
○

우도면 방문객과 방문차량은 감소함
- 방문객과 방문차량은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전보다 시행 후 각각 17.3%와
6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방문객 규모는 약 26만 명이 감소하였는데,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기상악화에 따른
우도 방문불가일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도면 방문객과 방문차량은 감소함에 따라 우도면내 주요 교차로의 첨두시간(13시
-15시)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우도에 입도한 차량의 이동이 많고, 렌터카와 삼륜/이륜차 복수 이용을 가정한 시나
리오 1의 경우 주요 교차로 교통량이 48.5%~73.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우도에 입도한 차량의 이동과, 렌터카의 수단전환을 보수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 2
의 경우 주요 교차로 교통량이 13.4%~56.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비씨카드 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은 증가한 반면, 일부 항목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
로 분석됨
- 우도면내 비씨카드 이용금액은 전체적으로는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쇼핑은 16.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도항선 매출은 정책 시행으로 자동차의 도항선 이용량이 감소하였으나, 도항선 이용료
의 인상(사람만 해당)으로 매출액의 큰 증감은 나타나지 않았음

○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우도 주민 및 자영업자
모두 정책 시행 후에 교통혼잡, 교통안전,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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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혼잡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다수의 이륜자동차 운행과 협소한 도로, 교통
안전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보행 공간의 부족과 이륜자동차의 위험한 운행을 언급함

○

우도 2회 이상 방문한 도내 방문객 및 도외 방문객 대상으로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전후에 대한 우도 이미지 개선 및 관광 만족 개선에 대한 설문 결과 대체적으로 개선되
었다고 답변함

○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정성적 성과로 교통량 및 교통혼잡 감소,
우도 이미지 개선 및 우도발전 견인, 교통사고 및 사고위험 감소 등이 언급됨

○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하여 우도 주민, 자영업자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성과와 함께 혼잡, 안전문제 미해결, 상업매출 감소, 홍보 미흡 등의 문제점도 제
시함

○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하여 우도 방문객도 성과와 함께 설문조사 기타의견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교통 분야의 경우 자동차 제한이 강화 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다만, 교통혼잡, 교통체계 및 도로이용 불편, 교통시설물 부족, 버스 서비스 부족, 버스
노선 불규칙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음. 이륜차와 관련하여 이륜차 혼잡, 이륜차 점검
부족, 짧은 대여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됨

○

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카드 사용 불가, 비싼 대여료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 비싼 물가
등의 의견이 있음
협
약
과
제

종합 및 정책제언
○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정책과 관련하여 유지, 완화, 폐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5가지 대
안이 추진 가능함
- 대안 1: 현재 체계 유지하면서 연장: 현재 체계를 1년간 더 연장하고, 모니터링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연장 및 조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방안임
- 대안 2: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전제 연장: 이륜자동차 운행 및 안전 문제
와 매출 감소, 매출 편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을 전제로 현재 체계를 유
지하여 연장하는 방안임
- 대안 3: 운행제한 범위 및 시기 조정연계 연장: 일부자동차 운행제한의 제한 차량(가
족 단위 방문 차량 허용 등), 제한 시기(1, 2월 겨울에 한해 렌터카 반입 허용 등)을
다소 조정하고 운행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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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4: 차량 총량제 복귀일부 주민들이 차량 총량제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방안임
- 대안 5: 완전 폐지: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차량총량제도 실
시하지 않는 방안임
○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에 대한 우려사항을 개선하면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들로부터 제안된 건의사항이 반영되는 대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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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과제

2단계 차고지증명제
상시모니터링 운영
손상훈 책임연구원

운영배경 및 목적
○

2017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 2단계를 제주지역에서 시행함.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
에 따라 중형차 이상의 차량을 제주시 동지역에 등록하려면 차고지 증명이 반드시 필요

○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차
고지증명제 2단계 운영과정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발굴하여 해소 필요

○

차고지증명제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차고지증명제 시행 타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시기 조정을 폭 넓게 검토할 필요

○

따라서 본 운영사업을 통해 2단계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
링 하고, 이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시행효과 분석 추진

○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2단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
여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ㆍ제시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방법
○

차고지증명제 정책 도입 준비 및 시행 과정 검토

○

차고지증명제 정책 도민인식 설문조사 수행
- 대규모 공동주택 차고지증명제 설문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차고지증명제 설문조사,
차고지증명제 도민인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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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

차고지증명제 개선 및 발전방안 도출

운영 주요 결과
○

차고지증명제 발전방안을 발굴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차고지증명제 시행 및 전면 확대 조기 추진 필요성 발굴 및 활용
- 차고지증명제 시스템 개선 시 건축물 대장 연계 후 공동주택 차고지 등록가능 주차
면수 조회 기능 추가
-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 내 보다 구체적인 차고지증명제 정보 제공
-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 임대차고지 지도 및 임대차고지 검색 기능 개선
- 차고지 증명 활용 임대차고지 정보 API 형식으로 제공
- 차고지증명제 인터넷 신청서비스 도입
- 차고지증명제 홍보팀 운영 및 순회설명회 상시적 실시
- 공동주택 차고지증명제 적용 가이드라인 제작 및 모범 사례 공유
- 제주지역‘사전심의절차’도입 운영
- 차고지 현장 확인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사점검표 활용
- 차고지증명제를 위한‘차고지 전문 조사원’도입 및 운영
- 차고지증명제 담당자 교육제도 도입 및 일본 경찰과 정기 교류
- 차고지 공급 과부족 여부 판단 위해 보다 정밀한 주차수급 분석 추진
- 주차수급에 따른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제 임대비율 및 임대기간 조정
-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추진 및 충분한 예산 확보
- 거주지 주차공급 절대 부족지역 공공기관 주차장 차고지증명제 한시적 활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제외한 주차장 설치기준 산정
- 제주지역 민영주차장 공급 및 주차산업 활성화 연구 추진
- 제주지역 이면도로 주차금지 지정 추진
- 차고지로 증명된 주차면이 재건축, 도시재생 등으로 없어지는 경우 대책 마련
- 차고지 증명 임대차고지 임대 종료 후 신고 의무화 추진
- 차고지 증명 위반 과태료 차고지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 추진
- 부설주차장이 없는 경우, 한시적 비용 납부로 차고지 증명 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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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손상훈 책임연구원

운영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구매, 이용, 재활용
ㆍ재사용, 가치확산 전반에 걸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아울러 전기차 보급촉진, 이용활성화, 산업육성,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정책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기차 정책연
구센터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제주지역 전기차 정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
가하고, 국내외 전기차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의 수정ㆍ보완ㆍ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전기차 정책연구센터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전기차 연구를 추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
하며, 제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회전반에 걸쳐 다각도로 분석하여 도출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방법
○

전기차 정책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 제주지역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이용, 산업관련 모니터링 및 분석
- 국내외 전기차 정책 및 기술동향 파악ㆍ분석
- 제주지역 전기차 이용환경 기초데이터 조사, 수집, 분석
- 제주지역 전기차 정책 평가 및 추진방향 제시
- 제주지역 전기차 생태계 구축 모델 및 방안 도출
- 국내외 전기차 행사참여, 제주 전기차 정책 및 성과 홍보
- 전기차 특구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기획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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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요 결과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 2022년까지 제주도내 자동차의 40%들 전기차로 전환, 2030년까지 100% 전환을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로 제시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전기차
문화조성 및 제도정비를 3개 실천 전략
-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9개 전략 과제, 3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

○

Ÿ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Ÿ

전기자동차 충전 및 이용 불편 제로화

Ÿ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Ÿ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Ÿ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로 신산업 창출

Ÿ

전기자동차 기반 미래 사회로 변화 철저한 준비

Ÿ

전기자동차 글로벌 중심지 제주 역할 및 이미지 강화

Ÿ

전기자동차 이용자 참여 확대 및 문화 선도

Ÿ

전기자동차 제도․조직 체계적 정비 및 협업 강화

제주지역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및 이용 현황 모니터링
- 제주도내 자동차관리시스템 자료, 전기차 충전계량기 전력사용량 자료 수집
Ÿ

도내 전기차 대수, 유형별 전기차 대수, 모델별 전기차 대수 제시

Ÿ

도내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개수 추정, 유형별 충전기수, 지역별 중천기수 제시

- 신재생에너지발전량과 전기차 전력사용량 비교
- 그 밖에 EV 콜센터 문의, 전기버스 운행거리 등 자료 수집 분석
- 도내 개방형 충전기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

전기차 특구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기획 및 지원
- 전기차 연관산업 지역혁신성장 특구 수요조사서 작성
- 국비사업 요청을 위한 V2H 개발, 실증, 보급 제안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
스테이션 보급 제안서 작성

○

전기차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조사 및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충전인프라 유료화에 따른 충전요금 산정
- 공용 전기차 충전소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제주지역 전기차 정책 차별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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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손상훈 책임연구원

운영배경 및 목적
○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라 노선 개편 및 준공영제 운영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이 요구됨

○

이를 위해 대중교통 정책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018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제주지역 대중교통 관련 교통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현장/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중교통 분야 정책 결정 등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방법
○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 대중교통 빅데이터 수집, 가공, 오류 검증, 저장
-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 지표별 주기적인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 정기, 상시 보고

○

대중교통 정책 지표 및 교통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조사
- 대중교통 정책관련 지표 추가조사, 설정, 표준화 작업

○

대중교통 분야 정책 결정에 요구되는 자료 생성 및 제공
- 대중교통 빅데이터 분석, 정책판단 근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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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정보 수집을 위한 현장/설문조사 실시
- 조사원 인력 채용 및 관리, 코딩, 분석 등 조사 업무 전반 추진

운영 주요 결과
○

대중교통체계개편 1주년 평가 분석
- 대중교통 이용객수는 11.4% 증가함
Ÿ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이용객수는 30,851,747명(2018년 1월~6월)

Ÿ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 이용객수 27,692,996명(2017년 1월~6월)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증가함
Ÿ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4.81점에서 5.16점으로 증가(7점 척도)

Ÿ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 조사 결과 2.50점에서 3.11점으로 증가(5점 척도)

- 대중교통 인프라 규모가 확대됨
Ÿ

버스대수 327대 증가, 58.8% 증가

Ÿ

운전원수 950명 증가, 141.6% 증가

- 대중교통 서비스(노선수, 운행횟수), 이용요금, 제주국제공항 접근성, 주요 정류장간
버스통행시간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재정지원 규모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 현황 상시 모니터링
-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건수 및 승차인원
Ÿ

전체 및 노선별

- 노선별 일일 운행 횟수 및 운행 속도
- 버스우선차로 운행 속도
- 정류장 이용 현황
Ÿ
○

승차인원 및 하차건수

대중교통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상세 조사 및 분석
- 현금승차인원 추정을 위한 버스승하차 조사 실시
- 2017년,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결과 정리
- 제주국제공항 내 정류장별 승차인원 분석
- 교통복지카드 이용현황 분석
- 관광지순환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버스운행 정시성 분석

370

2018년도 연구결과

●

협약과제

제주형 도시방재대책과 재해복원력
향상방안 연구(1차년도)
박창열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의해 해수면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적 요인 및 도
시화 등으로 홍수재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제주도는 한반도의 전국 평균 해수면 상승률(2.68mm/yr)을 크게 상회하여 해수면
상승(제주도 평균 : 4.56mm/yr)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다소 편차(제주시
: 5.63mm/yr, 서귀포시 : 3.75mm/yr)가 있음
- 제주도는 집중호우 발생 강도 및 빈도 증가, 태풍경로 상 위치 등으로 홍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제주도는 대표적인 관광지역으로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계획인구가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이며, 건축물, 도로, 주차장 등 도시시설물의 증가가 전망
- 이처럼, 해수면상승, 집중호우 증가, 도시개발 등으로 제주도의 홍수 피해 및 위험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이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가중됨에 따라 방재시설물뿐만 아니라 도
시계획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적 대책이 제도화되어 운영
되기 시작하였음

○

다만, 내륙여건을 고려한 재해취약성 분석방법은 제주도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수문
특성 등)가 있고, 제주지역의 재해취약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방재대책에 대한 연
구는 여전히 제한적임

○

따라서 제주도 재해취약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방재전략을 발굴하고, 부문
별(건축물, 공공시설 등) 방재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사전예방적 차원의 재난 대응 역
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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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재해취약성에 따라 식별된 위험지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도시방재대책을 마
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총 3차년도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이번 차
연도는 1차년도로써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파악
- 국내외 방재대책의 도시계획영역 및 계획요소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제주지역 재해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영역 및 계획요소 인벤토리 구축

연구결과
○

본 연구는 다양한 재해유형중 침수재해 및 해수면상승에 중점을 두고, 해당 재해유형에
적합한 도시계획 요소 도출을 위해 계획영역을 설정하였음

○

계획영역은 현행 도시계획‧설계의 내용적 범위를 고려하여 크게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
지조성, 건축물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대분류 영역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13개의 중분류 영역을 나누어 계획요소 인
벤토리를 도출하였음

<계획요소 도출을 위한 대책의 유형과 도시계획영역>

○

계획영역별 도시계획 요소는 재해방지를 위한 국내 법‧제도 검토, 해외의 방재관련 제도
및 적용사례 분석, 제주도 재해특성 등을 분석하여 기존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표와 같이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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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재해 저감 관련 계획요소 및 관련부서>
계획
영역

토지
이용

세부
계획영역

용도배치
및
개발입지

계획요소

관련부서

재해취약도를 고려한 공간배치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자연적인 유출경로를 고려한 공간배치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폭우취약성을 고려한 용도배치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주민거주가 적은 지역 내 재해취약지역 신규개발 억제,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보전
하천변‧연안변 등과 이격(set back) 및 완충지대 조성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방재축 및 간선교통망, 대규모 공원 및 녹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방재거점 방재축 및 방재거점 설정

방재시설

교통시설

기반
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저류시설, 침투시설)의 입지, 규모, 종
류, 배치형태 등 고려 설치

상하수도본부,
도민안전실(재난대응과)

하수도, 펌프장, 유수지 등 배수시설 입지, 규모, 종류,
배치형태 등 고려 설치

상하수도본부

시가지 내 하천 배치형태, 폭원, 제방, 형태 등 고려

상하수도본부,
도민안전실(재난대응과)

방조설비 입지, 규모, 종류, 배치형태 등 고려 설치

해양수산국(해양산업과)

도로‧지하도로‧공항 등 교통시설의 재해취약지역 내 설치
제한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관리과)

노면수 유출경로를 고려한 도로배치, 형태, 폭원, 선형
계획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관리과)

인접 시가지 침수 방지를 위한 횡단배수로 및 지하저류
조 설치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처리(옹벽, 비탈면 경사, 비탈면 처리, 식재, 배
수처리 등)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관리과)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관리과)

폭우취약지역 내 주차장 지하 저류시설 설치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관리과),
도민안전실(재난대응과)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 사용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관리과)

학교‧공공청사‧종합의료시설의 재해취약지역 내 설치 제한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숙박시설‧대피시설 및 유원지의 야영장의 재해취약지역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내 설치 제한
화장시설‧공동묘지‧납골시설 등은 지형상 배수가 원활하고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침수‧붕괴의 우려가 없는 지역 내 설치
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침수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등의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 내 설치
공공시설

고지대에 위치한 학교는 하류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교문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횡단배수로 및 지하저류조 설치
옥외운동장을 활용한 지표면 저류
재해발생 시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피난‧대피시설
설치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도민안전실(재난대응과)

행정시‧읍‧면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중추적인 시설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은 안전한 지역에 단독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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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영역

세부
계획영역

계획요소

관련부서

저류 및 침투공간 배치형태, 입지, 규모 고려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환경보전국(산림휴양과)

투수성 포장 등 지반처리방식 고려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환경보전국(산림휴양과)

비탈면 및 경계부 처리방식 고려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환경보전국(산림휴양과)

공공공지(완충형, 차폐형 등) 형태, 규모, 조성방식 고려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환경보전국(산림휴양과)

공원녹지

저지대 침수위험지역
(elevation)
지형적
요소

단지
조성

우수유출
관리

건축대지

건축용도

건축
물
건축구조

건축설비

374

지반고

침수위

이상으로

승고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재해취약지역 비탈면 처리(비탈면 경사, 비탈면 처리, 식
재, 배수처리 등)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자연지형 순응형 단지개발(절‧성토 최소화 등)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연약지반처리(침하, 안정 등)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전면도로의 높이를 고려한 대지 지반고 확보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단지 내 자연적 우수유출경로 보전 및 활용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단지 내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배치형태, 입지, 규모, 종
류 등)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도민안전실(재난대응과)

투수성 포장 등 고려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대지 내 공개공지‧이격공지 등 확보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생태면적률 확보(자연지반면적 등 확보비율 고려)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지반고 예상침수위 이상으로 승고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비탈면 경사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 용적률‧높이‧길이‧건
축물간 이격거리 제한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비탈면 경사를 활용한 건축배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침수위험지역 내 건폐율 강화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비탈면 및 옹벽 전면부 이격거리 설정 및 녹지대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또는 예상침수위 이
하 부분에 주거용도 제한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침수위험지역 내 침수위를 고려한 고상식 건축(필로티)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재해에 강한 지붕, 옥상, 벽면 등의 건축재료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지붕 및 빗물홈통의 배수체계(건축방식, 규모 등)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침수위를 고려한 출입구, 환기구, 창호 등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건축물 빗물관리시설(저류, 침투, 이용)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주요 건축설비(전기, 통신, 연료, 환기, 위생, 방재설비
등) 예상침수위 이상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상습침수지역 내 역류방지밸브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도로, 노면수 대지유입 차단을 위한 횡단 배수시설, 차수
판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2018년도 연구결과

<해수면상승 대비 관련 계획요소 및 관련부서>
계획
영역

토지
이용

세부
계획영역

용도배치 및
개발입지

방재축 및
방재거점

공공시설
기반
시설

방재시설

단지
조성

지형적 요소
우수유출관리
건축대지

건축용도

건축
물

건축구조

건축설비

계획요소

관련부서

해수면상승을 고려한 토지이용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주민거주가 적은 지역 내 재해취약지역 신규개발
억제, 보전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재해취약지역 시가지 정비 또는 이전 권고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연안변 등과 이격(setback) 및 완충지대 조성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간선교통망, 대규모공원 및 녹지, 공공시설 등을 활
용한 방재축 및 방재거점 설정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도로‧지하도로‧공항 등 교통시설의 재해취약지역 내
설치 제한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관리과)

학교‧공공청사‧종합의료시설의 재해취약지역 내 설치
제한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숙박시설‧대피시설 및 유원지, 야영장의 재해취약지
역 내 설치 제한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침수 등의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 내 설치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재해발생 시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피난‧대피
시설 설치

도민안전실(재난대응과)

행정시‧읍‧면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중추적인
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단독설치

도시건설국(도시계획재생과)

하수도, 펌프장, 유수지 등 배수시설 입지, 규모,
종류, 배치형태 등 고려 설치

상하수도본부

방조설비입지, 규모, 종류, 배치형태 등 고려 설치

해양수산국(해양산업과)

저지대 침수위험지역 지반고 침수위 이상으로 승고
(elevation)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연약지반 처리(침하,안정등)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전면도로의 높이를 고려한 대지 지반고 확보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지반고 예상침수위 이상으로
승고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비탈면 경사를 활용한 건축배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또는 예상침수
위 이하 부분에 주거용도 제한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내 예상침수위를 고려한
고상식 건축(필로티)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재해에 강한지붕, 옥상, 벽면 등의 건축재료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침수위를 고려한 출입구, 환기구, 창호 등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주요 건축설비(전기,통신,연료,환기,위생,방재설비등)
예상침수위 이상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상습침수지역 내 역류방지밸브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도로, 노면수 대지유입 차단을 위한 횡단 배수시설,
차수판 설치

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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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방안
안경아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
주특별법) 제267조 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하 농어
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 단
체 대상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연도 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를 이용하는 농ㆍ어업인은 46.6%, 생
산자 단체는 26.9%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분야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2017년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금액 중 81.8%만이 실제 융자실행이
된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ㆍ어업인의 외적인 자본조달 제약 완화에 기여하지만, 농업정책
금융의 한계인 실수요자 선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 농지규모가 융자금 지원 기준이므로 농지를 소유한 비경작자 대상 지원을 차단하기
쉽지 않고, 실경작자인 임차 농ㆍ어업인 대상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을 통해 비경작자 대상 지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ㆍ어업
투자 실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비(非)농ㆍ어업인 대상 지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ㆍ어업인 및 생산
자 단체의 실수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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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본 보고서는 실수요자 대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함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ㆍ운용 현황, 제주 농가경제 현황 분석을 통해 융자제도의 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 필요성을 도출함
- 농업정책금융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방법
을 설정함
- 설정된 연구방법을 토대로 융자실태 자료를 분석하여 융자제도 지원기준 및 절차 개
선방향을 도출함
- 융자실태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심사 단계별 지원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융자금 초
과수요 분석, 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활용실태조사, 농ㆍ어업인의 수요가 높은
운전자금 지원 기준 검토를 시행함
- 융자실태 자료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이확대될 수 있도
록 융자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함
- 융자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기존제도 개선방안, 신규 사업 도입방안 등 융자제도 개
선방안을 제안함

기본방향 및 목표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용현황 분석결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은 주로 농ㆍ어업인이
소액 운전자금을 신용대출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농림축수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성장의 촉진자 역할보다 농ㆍ어업인 소득의 보조 역할에 머물 우려가 있음
- 2017년 융자금 잔액 기준 농ㆍ어업인 90.6%(생산자 단체 9.4%), 신용대출
58.0%(부동산 담보 27.0%, 신용보증서 15.0%), 운전자금 99.2%(시설자금
0.8%)이며, 농업분야 86.4%(수산분야 8.5%, 입업분야 0.1%, 축산분야 5.1%),
농ㆍ어업인 1인당 평균 37,801천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수요자 금리는 농업정책금융사업 중 가장 낮을 뿐만 아
니라 예금 금리보다도 낮기때문에 상환 여력이 있는 농ㆍ어업인이라도 상환을 연기하는
부채 고착화 발생 우려가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수요자 금리는 0.9%인 반면, 2018년 3월 기준 농협 농업종
합자금 금리 2%, 정기예금(2년) 금리 2.03%인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농ㆍ어업인이 다수의 부채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을 가장 나중에 상환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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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금융의 특성상 공급이 증가하면 절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농ㆍ어가의 특성
상 가계와 생산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면
농업용도 외 수요를 충족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활용실태 조사 결과, 융자금 용도 외 활용 비율은 10.5%인
것으로 나타남
Ÿ

시설자금의 용도 외 활용 비율이 3.4%인 반면, 운전자금의 용도 외 활용 비율이
11.2%인 것으로 나타남

Ÿ

용도 외 활용처는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 구입비,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
가계용 자금인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면, 실수요자인 임차 농업인 대상 융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활용실태 조사 결과, 총 경작면적 중 임대차 면적 비율이
51.7%,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작면적 비율이 28.8%인 것으로 나타남
- 현실에서 지주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
약서 작성을 회피하면서 각종 보조금(직불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됨(채광석 외, 2017)

○

이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가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농지면적 이외에 자금 수요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준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지면적 이외에 자금 수요를 나타내는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제도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영농ㆍ영어 활동 자료 기준 운전자금 지원
- 둘째, 시설자금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셋째 청장년층, 금융취약계층, 법인 등에 특화된 신규 사업 도입

○

위와 같은 개선방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융자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영농운영자금 개선 방안>
○

영농ㆍ영어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ㆍ어업인에게는 융자금 한도 증액 또는 금리 인
하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반대로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는 농ㆍ어업인은 한도금
액을 낮추거나 금리 인상 등의 패널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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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ㆍ영어 활동 증빙자료는 농ㆍ수ㆍ축협을 통한 생산물 출하금액, 농자재 구입비
영수증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영농ㆍ영어활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평균 농ㆍ수ㆍ축협 출하금액의 80%,
3년 평균 영농ㆍ영어 자재 구입비의 300%를 지원하거나 금리 0.5% 융자금을 지
원할 수 있음
- 반대로 영농ㆍ영어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자금 지원기준의 30%를
적용하거나, 시중 예금금리 수준인 1.5% 변동 금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현재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농ㆍ어업인ID로 통합하여 농ㆍ어업인이
제출한 영농ㆍ영어활동 자료뿐만 아니라 융자금 지원 및 상환 정보 등을 축적하고
추적 관리함
<영농운영자금 개선 방안>
○

시설자금 사후관리는 금융기관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등과 협력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은 시설자금 집행 후 고정자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며, 연 2회 현장을 방문
하여 시설자금 수혜자의 영농ㆍ영어 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 농신보는 시설자금 집행 후 고정자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며, 연 2회 이상 현장 방문
결과를 도에 보고한다면, 농ㆍ어업인이 납부할 보증료율 중 0.15~0.2%를 지원할
수 있음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

경영체의 사업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지원할 필요
가 있음
- 사업성 평가를 기초로 지원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함으로써 법인의 금
융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음
- 융자는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반면, 투자는 사업성을 우선 검토
하고 수익에 따른 이익을 분배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조합의 재원으로 경기도 사례와 같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이 필요함
Ÿ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진흥기금조례 제8조 지
원대상자은 농어가와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
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
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Ÿ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지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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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는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된 농식품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명시함
<청장년 대상 장기농어업자금>
○

2017년 연도 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잔액 분석 결과, 40대 이하 농어업인 대상
융자금 지원 건수는 2,841건, 23.9%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 연도 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단계별 초과수요 분석 결과, 전체 초과수요는
14.5%인 반면 30대 이하 초과수요는 18.7%, 40대 초과수요는 6.2%인 것으로 나타
나 연령이 낮을수록 초과수요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초과수요는 융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담보 능력이 낮아 융자금 실행액이 낮은 것임

○

이에 청장년 농어업인(영농ㆍ영어법인 포함)을 농어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
농어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차보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대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장년 대상 장기농업자금은 청장년 또는 법인 육성을 위해 연간 10억원 규모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금융취약계층 대상 소액운전자금>
○

제주 농가경제 분석결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 40% 이상 농가가 증가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 수가 증가할수록 제주지역 평균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남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는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서비스를 제한받을 수
있는 금융취약 계층이 될 수 있음

○

이에 민간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
기금을 활용하여 소액운전자금을 지원을 통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 중 영
세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취약 계층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추천을 받았음에도 2
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행을 거절 받은 자를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융기관 1곳을 선정하여, 1,000만 원 이하 소액운전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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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가 생활안정공제>
○

대부분의 농어가의 가구살림과 농어업 경영 간의 재무회계는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

농어촌진흥기금 활용실태 조사 결과, 가계용 자금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6.2%인 것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4개월 치 이상 생활비용 대출 경험을 가진 농어업인의 비율도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농어촌진흥기금의 영농·영어 활동을 토대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

시설자금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신, 농어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영농ㆍ영어 활동을 통
해 발생한 수익을 일정기간 적립하여 3년 단위 생활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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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과제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중국연구센터

연구배경 및 목적
○

중국은 2013년부터‘일대일로’를 중국 핵심정책으로 천명하면서‘육상 실크로드 경제벨
트’와‘21세기 해상실크로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제주는 지리적으로 해상실크로드의 선상에 있는 해양경제혁신발전시범구들과 인접하고
국내법적으로는 국제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주도가 가진 지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중국과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본 과제는 제주의 해양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중국 21세기해상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및
해양경제특구건설 추진 정책과 연결하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제주는 중국 해양도시 간의 해양협력 및 인문교류 등의 강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새로운 협력모델 및 성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과제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중국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
써 한국과 중국, 제주와 중국 간의 협력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함

○

해상실크로드 추진 중 해양도시 및 해양 특구 관련 지역별 정책 및 향후 발전 방향 고
찰로 제주에 대한 시사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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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추진체계
○

제3회 한국-중국 :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를 통해 대중국
네트워크 강화 및 중국 21세게 해상실크로드 전략과 연결한 제주-중국 공동성장 방안
모색

○

세미나 주제: 한국, 중국: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 부제: 제주-중국 해양경제도시 이니셔티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3일 라마다제주호텔

○

주최·주관 :
- 공동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중앙일보 중국연
구소,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인민망
- 주관: 제주연구원

○

중국 인민망, 신화사, 인민정치협상위원회 사이트 등 중국 핵심 언론에서는 본 세미나
개최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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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 핵심정책인 동시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음
- 이는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의 가공무역을 내륙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
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거대한 권역별 성장 주도형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음
-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이 같이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제3국, 제4국에서 수행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공유의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일대일로와 관련해서 경제 무역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화의 전파와도 관련됨
-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육상이든 해상이든 실크로드는 모두 문화적인 교류, 문화적인
전파의 역할을 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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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동아시아 전체를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을 포함해서 모두 밀접한 문화적인 교
류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점도 매우 많음
○

중국은 일대일로, 특히 해상실크로드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국과의 공생에 대한 개념을
잡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육상 실크로드 및 해상 실크로드를 제2의 정화(郑和)대원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는 의견도 제시됨. 당시에는 명을 위주로 해서 조공체제가 만들어져 있었음.
- 경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주변 국가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중국이 이들과 어
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자국 중심의 질서를 강요한다면 주
변국의 불신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제주 입장에서는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국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해양경제 활성
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산둥반도의 블루경제구, 절강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광동성 해양경제종합시험구, 푸
젠해협 블루경제시험구, 톈진의 해양경제과학발전시범구 등 중국의 5개 거점도시가
있지만 각각 주요 특징별 특정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음

○

향후 제주는 중국 해상실크로드 정책과 주요 거점도시들과의 해양협력 및 인문교류 등
이 필요하며, 새로운 협력모델 및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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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과제

2018 도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중국연구센터

연구배경 및 목적
○

중국 아웃바운드관광시장의 급속 성장은 중국인 소득증가와 해외 관광지의 홍보 강화
등에 영향을 미치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인의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음

○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의식은 자유여행, 휴양관광을 통해 정서적 힐링과 신체적 휴식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단위관광은 이미 중국인 아웃바운드관광의 주요한 패턴으로
등장함

○

특히 중국 모바일 소셜네트워크(SNS, 위챗 등) 및 여행사이트 모바일앱의 활용도가 높
으며, 온라인 마케팅은 중국 아웃바운드관광시장의 추세변화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한중관계 회복에 따라 중국인관광 재개와 중국인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 제주는 대중
국 관광마케팅, 특히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중국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국제세미나는 이상 언급한 바를
고려하고 한국·중국, 제주·중국의 관광협력, 문화교류, 경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의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 방향이 필요

○

사드배치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방안 모색

○

중국의 온라인 마케팅 현황, 중국인 관광객의 모바일 활용 현황 고찰 및 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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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통해 향후 제주의 대중국 온라인 마케팅 최적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향후 제주의 대중국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선제적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중국인 관광객의 온라인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련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전파

○

제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세부사업 추진체계
○

중국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도민들
에게 중국 젊은 층의 새로운 여행문화 및 트렌드 변화추세에 대해 공유하고, 도내 관광
업 기업 및 상인들에게 대중국 온라인 마케팅 경로, 노하우 및 방향을 제시함

○

세미나 주제: 중국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07일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델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 씨트립의 경우에는 에어텔 중심의 온라인 예약 플랫폼이며 항공과 호텔을 통하여 누
적 트레픽을 많이 획득하였음
-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온라인 마케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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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씨트립의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및 국외에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한번의 결재로 호텔, 항공, 렌
트카 등이 이용가능한 앱 개발 등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되면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 예정인 환경보전기여금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주도는 비자면제로 인하여 중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이나 사드
배치 후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문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SNS 여행이 발전해 있고, 홍보하고 있는 중국 SNS 회사와 협력하여 제주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제주도내 여행업체들이 틈새시장을 노려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포털에 홍
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마케팅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도에서도 투니오의 경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됨
- 중국인 제주 관광객 수는 2014년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였고 16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하며 고속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관광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외부환경요인 때문에 최근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제주에 대한 인식은 2018년 1월에 나온 제주 관광객 실태현황을 보면 중국인 젊은
개별관광객을 보면 제주도가 자연환경, 쇼핑, 휴양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자연환경,
쇼핑은 덜하지만 휴양은 내국인 관광객도 느낄 수 있는 제주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나
타나고 있음
- 제주관광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비자면제가 가장 큰 이유이며 쇼핑,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이 좋다는 이유가 선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불만사항으로는 관광지 컨텐츠가 빈약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타 지역
의 내국인으로서 제주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박물관 등 컨텐츠가 생기고는 있
지만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됨
- 2016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패키지 여행이 64%, 개별여행이 34%으로 중국사람
들에게 제주도는 단체관광지로의 매력이 더 크고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온 주요 요
인이라고 볼 수 있음
- 향후에는 단체관광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의 아웃바운드 시장이 FIT시장으로 확
대된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중국의 FIT시장을 타켓으로 한 중국의 새로운 전략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자연환경이나 쇼핑, 휴양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문화관광으로 개발을 한다
면 해외,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과 상품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질 높은 FIT
시장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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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편과 정보 제공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광컨텐
츠와 교통을 결합한 FIT 개별 관광상품. 반일투어, 일일 옵션투어 등을 국내외 온라
인 여행 플랫폼과 결합하여 팸투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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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과제

제주 개발실록 역사보고서 발간
정지형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1946년 도제 실시 이후 제주가 겪어온 변화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후대에 역사자료
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역대 도지사, 시장 및 군수를 비롯한 현장 실무를 담당했던 원로와 퇴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증언과 이면사를 수집·정리하여 집대성함으로써 종합적인 제주개발사를 기록
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제주의 시대적 변화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주도민에 제공하고 공유하고
자 함

○

본 연구는 지방행정 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보존을 통하여 도민과 공직자의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제주 변화상의 대중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제
주의 매력과 문화적 특색 발굴 및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연구범위 및 방법
○

제주개발실록 역사보고서 발간사업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 도로, 교량, 물, 교통, 도시개발, 지역개발, 관광개발, 농수축임업, 문화·체육, 환경,
사회·복지, 지역이슈, 지역 언론에 비친 제주개발사 등
- 아울러 개발 경험 현장에 복무했던 원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증 채록과 제주특별자치
도청 자치행정과 및 행정동우회의 기록 사진 자료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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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과제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 석학강좌
정지형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100년 후 제주의 미래를 약속하는 방향성을 찾고자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하였고, 제주가 지향해야 할 제주의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
존”으로 제시함

○

이에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도민사회에 확산시켜 도민
들이 새로운 제주미래비전에 대한 지속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제주의 역사, 문화 등 제주도민의 삶과 연계하여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
과 공존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내·외 저명인사 중심의 강연 개최하고자 하였음
- 제주지역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민과의 지속적인 공유 및 폭넓은 홍보효과를
제고시켰음
- 아울러 연령별 맞춤홍보 사업으로 제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
치인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음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사업은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도민과 공유하고 도민사회에 확
산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 및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였음

○

아울러 제주지역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폭넓은 홍보효과를제고시키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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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석학강좌
일시: 2018. 4. 26
장소: KCTV 공개홀

2018년 2차 석학강좌
일시: 2018. 10. 4
장소: KCTV 공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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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차 석학강좌
일시: 2018. 11. 23
장소: KCTV 공개홀

눈높이 토크 콘서트 개최
일시: 2018. 11. 28
장소: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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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방안
안경아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
주특별법) 제267조 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하 농어
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 단
체 대상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연도 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를 이용하는 농ㆍ어업인은 46.6%, 생
산자 단체는 26.9%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분야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2017년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금액 중 81.8%만이 실제 융자실행이
된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ㆍ어업인의 외적인 자본조달 제약 완화에 기여하지만, 농업정책
금융의 한계인 실수요자 선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 농지규모가 융자금 지원 기준이므로 농지를 소유한 비경작자 대상 지원을 차단하기
쉽지 않고, 실경작자인 임차 농ㆍ어업인 대상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을 통해 비경작자 대상 지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ㆍ어업
투자 실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비(非)농ㆍ어업인 대상 지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ㆍ어업인 및 생산
자 단체의 실수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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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본 보고서는 실수요자 대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함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ㆍ운용 현황, 제주 농가경제 현황 분석을 통해 융자제도의 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 필요성을 도출함
- 농업정책금융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방법
을 설정함
- 설정된 연구방법을 토대로 융자실태 자료를 분석하여 융자제도 지원기준 및 절차 개
선방향을 도출함
- 융자실태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심사 단계별 지원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융자금 초
과수요 분석, 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활용실태조사, 농ㆍ어업인의 수요가 높은
운전자금 지원 기준 검토를 시행함
- 융자실태 자료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이확대될 수 있도
록 융자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함
- 융자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기존제도 개선방안, 신규 사업 도입방안 등 융자제도 개
선방안을 제안함

기본방향 및 목표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용현황 분석결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은 주로 농ㆍ어업인이
소액 운전자금을 신용대출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농림축수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성장의 촉진자 역할보다 농ㆍ어업인 소득의 보조 역할에 머물 우려가 있음
- 2017년 융자금 잔액 기준 농ㆍ어업인 90.6%(생산자 단체 9.4%), 신용대출
58.0%(부동산 담보 27.0%, 신용보증서 15.0%), 운전자금 99.2%(시설자금
0.8%)이며, 농업분야 86.4%(수산분야 8.5%, 입업분야 0.1%, 축산분야 5.1%),
농ㆍ어업인 1인당 평균 37,801천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수요자 금리는 농업정책금융사업 중 가장 낮을 뿐만 아
니라 예금 금리보다도 낮기때문에 상환 여력이 있는 농ㆍ어업인이라도 상환을 연기하는
부채 고착화 발생 우려가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수요자 금리는 0.9%인 반면, 2018년 3월 기준 농협 농업종
합자금 금리 2%, 정기예금(2년) 금리 2.03%인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농ㆍ어업인이 다수의 부채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을 가장 나중에 상환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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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금융의 특성상 공급이 증가하면 절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농ㆍ어가의 특성
상 가계와 생산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면
농업용도 외 수요를 충족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활용실태 조사 결과, 융자금 용도 외 활용 비율은 10.5%인
것으로 나타남
Ÿ

시설자금의 용도 외 활용 비율이 3.4%인 반면, 운전자금의 용도 외 활용 비율이
11.2%인 것으로 나타남

Ÿ

용도 외 활용처는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 구입비,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
가계용 자금인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면, 실수요자인 임차 농업인 대상 융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활용실태 조사 결과, 총 경작면적 중 임대차 면적 비율이
51.7%,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작면적 비율이 28.8%인 것으로 나타남
- 현실에서 지주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
약서 작성을 회피하면서 각종 보조금(직불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됨(채광석 외, 2017)

○

이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가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농지면적 이외에 자금 수요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준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지면적 이외에 자금 수요를 나타내는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제도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영농ㆍ영어 활동 자료 기준 운전자금 지원
- 둘째, 시설자금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셋째 청장년층, 금융취약계층, 법인 등에 특화된 신규 사업 도입

○

위와 같은 개선방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융자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영농운영자금 개선 방안>
○

영농ㆍ영어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ㆍ어업인에게는 융자금 한도 증액 또는 금리 인
하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반대로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는 농ㆍ어업인은 한도금
액을 낮추거나 금리 인상 등의 패널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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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ㆍ영어 활동 증빙자료는 농ㆍ수ㆍ축협을 통한 생산물 출하금액, 농자재 구입비 영
수증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영농ㆍ영어활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평균 농ㆍ수ㆍ축협 출하금액의 80%,
3년 평균 영농ㆍ영어 자재 구입비의 300%를 지원하거나 금리 0.5% 융자금을 지
원할 수 있음
- 반대로 영농ㆍ영어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자금 지원기준의 30%를
적용하거나, 시중 예금금리 수준인 1.5% 변동 금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현재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농ㆍ어업인ID로 통합하여 농ㆍ어업인이
제출한 영농ㆍ영어활동 자료뿐만 아니라 융자금 지원 및 상환 정보 등을 축적하고
추적 관리함

<영농운영자금 개선 방안>
○

시설자금 사후관리는 금융기관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등과 협력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은 시설자금 집행 후 고정자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며, 연 2회 현장을 방문
하여 시설자금 수혜자의 영농ㆍ영어 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 농신보는 시설자금 집행 후 고정자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며, 연 2회 이상 현장 방문
결과를 도에 보고한다면, 농ㆍ어업인이 납부할 보증료율 중 0.15~0.2%를 지원할
수 있음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

경영체의 사업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지원할 필요
가 있음
- 사업성 평가를 기초로 지원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함으로써 법인의 금
융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음
- 융자는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반면, 투자는 사업성을 우선 검토
하고 수익에 따른 이익을 분배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조합의 재원으로 경기도 사례와 같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이 필요함
Ÿ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진흥기금조례 제8조 지
원대상자은 농어가와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
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
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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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지원조
건에는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된 농식품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명시함

<청장년 대상 장기농어업자금>
○

2017년 연도 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잔액 분석 결과, 40대 이하 농어업인 대상
융자금 지원 건수는 2,841건, 23.9%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 연도 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단계별 초과수요 분석 결과, 전체 초과수요는
14.5%인 반면 30대 이하 초과수요는 18.7%, 40대 초과수요는 6.2%인 것으로 나타
나 연령이 낮을수록 초과수요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초과수요는 융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담보 능력이 낮아 융자금 실행액이 낮은 것임

○

이에 청장년 농어업인(영농ㆍ영어법인 포함)을 농어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
농어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차보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대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장년 대상 장기농업자금은 청장년 또는 법인 육성을 위해 연간 10억원 규모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금융취약계층 대상 소액운전자금>
○

제주 농가경제 분석결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 40% 이상 농가가 증가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 수가 증가할수록 제주지역 평균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남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는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서비스를 제한받을 수
있는 금융취약 계층이 될 수 있음

○

이에 민간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
기금을 활용하여 소액운전자금을 지원을 통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 중 영
세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취약 계층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추천을 받았음에도 2
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행을 거절 받은 자를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융기관 1곳을 선정하여, 1,000만 원 이하 소액운전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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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가 생활안정공제>
○

대부분의 농어가의 가구살림과 농어업 경영 간의 재무회계는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

농어촌진흥기금 활용실태 조사 결과, 가계용 자금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6.2%인 것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4개월 치 이상 생활비용 대출 경험을 가진 농어업인의 비율도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농어촌진흥기금의 영농·영어 활동을 토대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

시설자금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신, 농어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영농ㆍ영어 활동을 통
해 발생한 수익을 일정기간 적립하여 3년 단위 생활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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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포럼 및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2018년도 연구결과

●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1회)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개최 개요
○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으며,
제주가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실질적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이
되기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7월 13일(금), 13:30~18:3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제주연구원ㆍ제주상공회의소ㆍ제주통일미래연구원

○

주관 : 제주연구원

정
책
토
론
회

주요 내용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과 남북경협 재개방안
- 남북경협 재개방안 국내적 차원
Ÿ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제 해제, - 남북경협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 최소화

Ÿ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틀 추진

- 남부경협 재개방안 남북관계 차원
Ÿ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 - 투자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합의

Ÿ

남북경협 특수성 인정, - 남북경협 기본협정 체결

Ÿ

대남 교역 및 경협 창구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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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경협 재개방안 국제적 차원

○

Ÿ

대북제제 완화, - 외국기업과의 공동 진출

Ÿ

주변국가 경제발전전략과 연계, - 국제기구와의 협업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 성과와 과제
- 추진체계 정비
Ÿ

도 행정조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전담부서의 설치

Ÿ

도 남북협력위원회를 정책개발 및 추진 시 조언해줄 전문가들로의 확대

Ÿ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개정, - 대북교류협력 추진 기구의 개편

- 지역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실시
Ÿ

사업 분야의 전문성, 북한체제의 특성, 변화하는 북한 경제사회, 북한사업 추진기
관에 대한 이해, 대북협상능력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Ÿ

도인재개발원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민간지역 NGO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실시

- 제주-북한 간의 협의 채널 구축과 정책 협의
Ÿ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방북, - 일방적 지원이 아닌 북한의 수요와 관심에 대한 정
보 교환

Ÿ

상생 협력 사업의 추진, -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협의

- 신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Ÿ

달라진 남북교류 환경을 반영하여, 제주가 갖는 장점과 경쟁력에 기초한 차별화된
교류협력 매뉴얼 도출

Ÿ

관광, 환경 등 제주 특화력을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
개발

Ÿ
○

대북제재 해제 후 북한의 상황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차원의 로드맵 구축

제주-북한간 관광분야 교류협력 방안
- 관광개발 프로젝트 협력
Ÿ

북한은 현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형 관광리조트를 건설 중 관광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제주도가 북한 지역 관광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
및 국제기구와 함께 컨설팅 지원에 협력

Ÿ

크루즈항만 개발 등 관광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기구인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협력

Ÿ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대두만강개발 프로젝트’(Great Tumen
Initiative)가 원활한 추진 필요

- 주요 관광산업 육성 협력
Ÿ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MICE산업 및 카지노산업 부문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연관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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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민간부문에서 북한내 MICE 및 카지노사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광정책 개발 및 관광홍보 공동 시행
Ÿ

제주가 주도하고 있는 섬관광정책포럼(ITOP) 및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ACLN)에 북한지역을 참여시키고, 북한지역의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시스템 구축

Ÿ

UNWTO, UNESCO, OECD, 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공존체계 구축

Ÿ

제주의 유네스코 3관왕(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인류무형
문화유산(칠머리당 영등굿, 해녀문화) 및 북한지역 유네스코 등재유산(세계문화유
산-고구려 고분군,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기록유산-무예도보통지, 인류무형문화
유산-북한 아리랑, 김치담그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홍보를 추진함. 또한 제주북한간 크루즈상품 및 교차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

○

농축산분야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방향
- 감귤 교류 협력
Ÿ

1단계 : 감귤 보내기 재개

Ÿ

2단계 : 감귤 농축액을 활용한 청량음료 및 샘물 생산 공장 설립 및 운영

Ÿ

3단계 : 제주항을 통한 청량음료 및 샘물 반입과 수출

- 양돈 교류 협력
Ÿ

1단계 : 북한 기존 양돈장 개선사업

Ÿ

2단계 : 흑돈 양돈장 조성 및 사료지원

Ÿ

3단계 : 제주항을 통한 흑돈 반입

- 관광 배후 농장개발

○

Ÿ

1단계 :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시행

Ÿ

2단계 : 북한 관광 배후 농장개발

Ÿ

3단계 : 북한 농업 인력의 제주 농업 연수

문화 ･예술･체육 분야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
- 제주도의 남북 교류협력의 방향
Ÿ

제주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Ÿ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Ÿ

남북 교류협력 기획인력 양성 : 전문화된 인력은 단계별로 양성 필요

Ÿ

교류협력 현장인력 양성 :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을 위한 현장 실무형 인적자
원 양성

Ÿ

통일교육 인력 양성 : 제주도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인력 필요

- 제주도의 남북 교류협력 및 교육 공간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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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정보 수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
간 마련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현황 파악 우선

Ÿ

제주도의 교류협력 사업을 성과를 축적하는 아카이빙 공간이자 통일체험의 공간
마련과 제주도에서 추진했던 교류협력 사업의 사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빙을 추진
함으로써 남북 교류와 통일 정책 수립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
체의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체계화를 추진

Ÿ

통일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과 지방자치에서 감당해야 할 통일교육을 비롯하여 초
중고의 학교 통일교육, 대학교의 통일교육, 시민단체의 통일교육의 공간필요

Ÿ

제주도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전담할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마련과 남북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

문화 ･예술･체육 분야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
- 환경분야 남북교류협력 방안
Ÿ

한반도 국제보호지역 명산 네트워크 구축·운영

Ÿ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사업

- 환경분야 남북교류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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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올레 프로젝트 추진

Ÿ

4·3평화공원 평화의 숲 조성사업의 완성

Ÿ

한반도 지방자치단체 환경연합 결성 및 운영

Ÿ

제주포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등에 북한측 관계자 초청

Ÿ

제주특별자치도 남북환경협력센터 설치

Ÿ

남북관계 불안정 시 환경협력 관련 직접적 채널 단절에 대응

Ÿ

국제기구, 국제 NGO 중심의 대북 환경협력 추진 모색

Ÿ

북한의 환경 실태, 북한정부의 입장,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함

2018년도 연구결과

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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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2회)

제주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개최 개요
○

2018년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라 균형발전계획, 혁신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주혁신도시, 제주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제주 균형발전, 혁신도시 발전 전략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7월 20일(금) 15:00~18: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최 : 제주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연구원

주요 내용
○

균형발전ㆍ혁신도시 전략과 제주발전
- 제주 특화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사람-공간-산업 전
략에 반영 필요
- 정책 우선순위와 실천성 중심의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제주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
전을 연계한 로드맵에 기반한 사업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지역간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서는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시즌
2)에서 강조하는 혁신 생태계 활성화, 혁신도시 주체간 협력방식과 협력 분야 대상
지역 등을 탄력적으로 구성, 제주발전 관련 추진주체 참여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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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균형발전 추진전략
- 제주균형발전전략은 제주의 비전에 따라 사람의 관점에서 3개 핵심과제인 지역인재
-일자리, 문화관광, 보건복지 분야, 공간의 관점에서 3개 핵심과제인 농산어촌 개선,
도시재생, 인구감소 개선 분야, 산업의 관점에서 3개 핵심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로 제시
- 구체적으로 9개 핵심과제별 균형발전과 제주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시 하
였으며, 산학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제주형 청년뉴딜, 남북교차관광사업, 고령
친화도시 시범지구 조성, 스마트 팜사업, 마을기업 공동발굴 및 운영, 국제인재개발
원 프로젝트, 전기차 특구 조성, 제주형 주거복지사업, 제주해양특화사업 등을 포함
한 다양한 분야의 특화사업을 제시
- 제주균형발전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
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는 2018~2022년 동
안 제주균형발전전략의 기본 플랫폼과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
해 2018년은 제주균형발전전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

○

제주혁신도시 추진전략
- 제주혁신도시 추진전략은 지역발전거점화 및 성과확산 전략, 정주환경 조성전략, 스
마트시티 구축 전략, 지역 인재 양성 전략 등을 제시하였고, 본 계획이 제주지역과
제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간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 사업 추진 및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국제교류‧교육연수의
거점, 스마트 제주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제시
- 각 전략별로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기능과 연계 및 협력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
업을 발굴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SMART MICE 특화사업,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및 스마트-아그로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사업 제시
-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들과 대‧중‧소 생활권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 제시
와 기상부문을 특화하고 도시문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 혁신도시 관련 사업과 지역인
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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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408

○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2018년도 연구결과

●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3회)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 및
추진 전략

개최 개요
○

개발을 명목으로 소중한 환경자산의 훼손 방지와 환경자산의 친환경 보전․관리, 생태적
지속가능성 유지 등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공존의 실현을 위한 원칙 수립 필요, 제주
의 핵심가치인 청정․공존의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 환경자원총량제의 도입 방향과
추진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 및 추진 전략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8월 17일(금) 14:00~18: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제주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주관 : 제주연구원
정
책
토
론
회

주요 내용
○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방안
-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ㆍ시민사회와 공감대 형성, 시
범사업 등을 거친 후 제도 시행 필요
- 환경영향평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기존 제도와 연계, 보완ㆍ발전
- 旣 구축된 정보의 융합활용(플랫폼 구성)으로 제도기반 구축

○

제주 환경자원총량관리 도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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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자원총량제 및 목표자원총량제가 완성된 No Net Loss를 목
표로 제주환경자원 총량제 완성 및 운영
- 적용대상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용대상 선정
- 적용원칙 : 단순한 총량면적 외에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고 총량이 감소되지 않거나
향상되도록 적용
- 총량 산정 및 평가 :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정량적, 정성적 산정, 정성적 가치
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평가
- 적용대상 : 대체제(대상지외 복원), 동일환경권역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복원,
동일 권역 내 대상지 선정이 불가한 경우 인접권역까지 확대하여 선정
○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반의 자연환경 관리
- 생태계서비스 모델링 및 지수에 기반한 자연환경 관리
- 생태계서비스의 주기적 평가 및 관련 DB 축적, 웹시스템을 통한 평가결과 공개, 국
민인식 제고 및 정책 주류화
- 자연환경 의사결정 지원 : 이해관계자(중앙ㆍ지방정부ㆍ주민ㆍ환경단체)간 상호 합
의된 자연환경 이상 상태 설정,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관련자료 수집, 시나리오별
생태계서비스 평가, 최적대안 선정을 통해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

제주지역의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서울시 사례 중심으로)
- 제주도 도시생태현황도 도입 과제
Ÿ

제주도 만의 독특한 비오톱유형 발굴 및 평가 : 곶자왈, 오름, 비자림 등

Ÿ

제주도 내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 전략 수립 : 생태계, 경관적 보
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비오톱 평가 기법 도입

Ÿ

410

제주도 내 개발행위와의 균형 : 개인 재산권 침해와 자연생태계 보전의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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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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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4회)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개최 개요
○

중앙정부 복지정책 연계와 복지 예산 1조원 시대에 걸 맞는 제주형 복지정책 모델 구축
과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8월 29일(수) 15:00~18:3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회의실

○

주최 : 제주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주관 : 제주연구원

주요 내용
○

복지국가의 지역사회서비스 보장 : 현 정부의 전략과 국내외 사례
-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 : 코펜하겐 노인복지 범주
Ÿ

건강과 예방: 치과치료, 간호, 건강증진, 질병예방

Ÿ

재가중심 서비스: 재활, 훈련, 질병예방/ 재가서비스(대인서비스, 가사서비스, 활
동, 식사)

Ÿ

평생 돌봄: 너싱홈/ 대인서비스/ 가사/ 일상생활/ 식사

Ÿ

코펜하겐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62천명 중 12천명이 재가서비스 수급자(19.3%)

Ÿ

“Nursing Home”으로: 44개홈, 3350 거주자(5.4%)

- 국내 사례 : 광주 광산구 직영 모델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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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노인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공공이 직접 서비스제공

- 국내 사례 : 경남 창녕군 민관협력 모델
Ÿ

희망복지단 통합사례 관리사 중심으로 보건소, 자활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와의
협력사례 관리

Ÿ

창녕군 주민복지 지원실 안에 각 사업관리사, 독거노인사업관리사,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등 직접고용배치

Ÿ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에서 조직적 연계–아카데미 등 공동교육

- 국내 사례 : 서울형 모델
Ÿ

중앙정부의 기준을 상회하는 “서울형＂사회보장급여 수준으로 사업운영하여 질적
향상 도모

○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 복지기능 강화 방안 1
Ÿ

‘신청-조사-지원’ 절차의 충실한 이행, - 소득기준이 아닌 욕구기준 마련

- 복지기능 강화 방안 2
Ÿ

공부문 직영모델 개발 필요, - 복지와 마을만들기 분리 필요

- 복지기능 강화 방안 3
Ÿ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제고, - 전담공무원 교육 및 학습체계 구축

- 복지기능 강화 방안 4
Ÿ

전담공무원 보직제도 개선, - 찾아가는 복지의 제도화

- 복지기능 강화 방안 5
Ÿ
○

사회서비스원 바우처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모델로 추진, -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주지역 복지환경 분석 및 복지정책 추진방향
-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의 FLOW : 도입과 확산
Ÿ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Ÿ

공공일자리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복지전달역량 강화
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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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추진 방향
Ÿ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 : 공공부문 고용창출과 연계

Ÿ

민관협력 확대 :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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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414

○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2018년도 연구결과

●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5회)

제주지역 공공교통 및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방향과 전략

개최 개요
○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교통 및 교통복지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
고, 제주지역의 교통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교통복지 확대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제주지역 공공교통 및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방향과 전략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14:00~17:3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회의실

○

주최ㆍ주관 : 제주연구원

주요 내용
○

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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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회

민선6기 대중교통 정책성과 및 향후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추진 방향
Ÿ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원가절감 방안 마련, -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Ÿ

환승센터 및 정류장 조성, - 고효율교차로 조성

Ÿ

대중교통우선차로구간확대, - 대중교통 체계 지속 개선ㆍ보완

Ÿ

렌터카 총량제 시행(2018.9.21), -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Ÿ

행복택시 3종 세트 지속 운영, - 주요 교차로 통행 속도 분석(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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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본권과 공공교통 실현 전략
- 공공교통 전략의 시행

○

Ÿ

사적 교통 대비 공공교통의 우선정책 시행

Ÿ

공적 공간의 공익적 활용: 사적활용 제한

Ÿ

사회적 형평성 중심 교통투자와 평가체계 구축

Ÿ

사회적 통합 영향평가제도 도입

Ÿ

교통 및 도시체계 개편을 통한 총체적 공공교통서비스 제공

Ÿ

접근성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Ÿ

시민참여형 공공교통계획 수립, 집행, 사후관리

Ÿ

인간중심의 공공교통문화 구축

제주지역 교통복지 현황 및 확대 방안
- 제주지역 교통복지 확대 방안

○

Ÿ

교통복지 적용 계층 확대, 교통복지 적용 공간 확대

Ÿ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확대 운영

Ÿ

행복택시(어르신 및 환승 택시) 확대운영

Ÿ

통학버스 체계적 운영 및 지원

Ÿ

대중교통 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운영

Ÿ

성수기 긴급 도외이동을 위한 항공권 확보 지원

Ÿ

명절기간 공항,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면제 지원

교통복지, 공공교통 대전시 사례와 제주 시사점
- 공공교통 도입 방안

416

Ÿ

첫째, ‘공공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목표

Ÿ

둘째, 내용ㆍ절차적 공공성 강화

Ÿ

셋째, 공공교통이라 부르고 우대

Ÿ

넷째, 이용자(시민) 참여방안이 확대

Ÿ

다섯째, 공공교통의 정책화

Ÿ

여섯째, 민관 모두 협력

2018년도 연구결과

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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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6회)

도민 중심의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실현 방안

개최 개요
○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 11.)의 비전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도민 중심의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실현방안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13:30~18:3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회의실

○

주최 : 제주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연구원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의 新성장 전략
- 제주 미래유망산업 및 기술 후보군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Ÿ

산업 후보군 : 스마트 농수축산업, 스마트 뷰티, 향장산업, 전기차 전후방 연관산
업,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관광산업, 스마트 웰니스 케어산업

Ÿ

기술 후보군 : 3D프린팅, IOT, AR, VR, 빅데이터, AI

-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의 대응계획(농수산업, 제조, 이동체)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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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스마트 농수축산업 : 빅제이터 기반 농수산물 유통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2018년도 연구결과

Ÿ

(제조)스마트 식품가공산업 : 제주형 스마트 식품가공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 증대

Ÿ

3D프린팅 연관산업 : 3D프린팅 산업 생태계 구현을 위한 첨단 제조 테스트배드
실증사업 추진

Ÿ

(이동체)전기자동차 연관산업 : 자율주행차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Ÿ

스마트시티 : 전기자동차 충전 관제 플랫폼 구축, EV Town 구축을 위한 ICT 환
경 조성

-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의 대응계획(의료, 에너지, 시티)
Ÿ

(의료)스마트 웰니스케어 산업 : 제주 웰니스 산업기반 조성

Ÿ

(에너지)에너지 신산업 :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CFI 2030
목표달성 촉진

Ÿ

(시티)스마트 시티 & 스마트 관광산업 : 제주형 첨단 스마트 시티조성

Ÿ

스마트 뷰티ㆍ향장산업 : 아시아 스마트 뷰티ㆍ향장 산업 허브도시 완성

-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의 대응계획(교통, 안전, 환경)
Ÿ

(교통)스마트 시티 : 제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관리체계
(C-ITS) 기반 구축

Ÿ

(안전)스마트 시티 : 범죄예방을 위한 ICT기반의 CPTED 환경조성

Ÿ

(환경)Zero-waste 청정산업 : 제주 글로벌 청정 브랜드 파워 지속 및
Zero-waste 산업 육성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제주형 新산업 육성방안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장 필요 요소
Ÿ

lloT&ICT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혁신적인 신기술

- 4차 산업혁명 스마트제조 현장(클라우드, 가상현실, 빅데이터 분석)
- 사물인터넷+자율주행+환경체인
- 제주가 4차산업 혁명 메카가 되기 위한 방안

○

Ÿ

투자유치 DB화

Ÿ

일자리 창출 파격지원

Ÿ

의회, 기업, 도정 협력 강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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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 규제혁신과 제주형 스타트업 육성방안
- 제주형 스타트업 육성 방안
Ÿ

생태계 구성 : 공간(코워킹 스페이스 등), 자금(엔젤 및 VS펀드 등), 인재(유능한
인재 보급)

Ÿ

기업육성 : 스타트업 활성화

Ÿ

기업유치 : 첨단기업 유치, 유니콘 스타트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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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생산·공유기반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 마이데이터 개요
Ÿ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과정

- 프로세스
Ÿ

기관 보유데이터→정보주체 다운로드→스마트폰, 제3자 제공→개인데이터 분석 =
실시간 건강관리, 안정적 재테크

○

교통·안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 블록체인기반 태양광 마이크로 그리드 서비스
Ÿ

태양광에너지의 체계적 관리, 폐배터리 활용, 에너지 조합 거래, 리빙랩을 위한
실증

- 디지털 노-노(老-勞)케어
Ÿ

60대 노인이 80대 노인 케어, 독거노인 케어, 지능정보기술 활용, 리빙랩을 위한
실증

- 지능형 주차시스템을 통한 주차공간 공유 활성화
Ÿ

420

주차공간 공유를 통한 도심주차공간 개선, 딥러닝 기술, 유로주차, Use Case 실증

2018년도 연구결과

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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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7회)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주요 쟁점과
성공 요인

개최 개요
○

2018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및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주요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주요 쟁점과 성공요건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0월 15일(월), 14:00~18:0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

○

주최 : 제주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주관 : 제주연구원

주요 내용
○

블록체인 특구의 주요 쟁점
- 국내 타 지역 대비 경쟁력
Ÿ

블록체인 특구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성격이 아니며, 자통법, 외국환관리법 등 법
적 근거 중요, 제주특별법에 명확한 근거 조항을 두고 업체 확보 시급

- 해외 허브 대비 차별화 포인트
Ÿ

Asset token 포함 규울, 강화된 심사기준, 기술검증업체/투자중개업체 통한 제3
자 실사(자통법 취지에 부합, 미국과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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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역할 부여를 통한 생태계 역내 유치 및 유지 가능
Ÿ

거래소, 발행 기업, 기술검증 기업, 투자중개업자, 지갑업체, 회계법인, 법무법인
모두 ICO 및 거래소 상장에 역할을 부여하고 행정부처에 인가를 받도록 하되 역
내 설립/이전을 의무화

○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한 법적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특구 가능성
Ÿ

제주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 지방세 등 특혜 가능

Ÿ

특례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제주만을 위한 특구는 어려움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 상의 샌드박스 제도
Ÿ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 부여

Ÿ
○

혁신금융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 부과, 책임보험 강제

블록체인의 딜레마와 해법들
- 해법
Ÿ

딜레마 : 1.표준/플랫폼, 2.가치, 3.신뢰, 4.호환성, 5.중앙화된 거래소

Ÿ

산업적 딜레마 : 1.ICO 투자자금 관리. 2.결제기능

Ÿ

해법 : 1.대한민국 대표 블록체인 기업 집중 육성, 2.신뢰할 만한 제도/규제/기관
수립, 3.신뢰할 만한 거래소 유치 또는 운영, 4.고정가치 암호화폐 발행

○

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
-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축
Ÿ

국제수준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제정

Ÿ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의 기업활동 보장

Ÿ

국제자유도시모델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와 연계

Ÿ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담기구 신설
정
책
토
론
회

423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424

○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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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8회)

제주 청년일자리의 현황과 대응 방안

개최 개요
○

제주지역은 양호한 양적 고용 지표에도 불구,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 등 고용의 질적 지
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찾아 역외로 나가는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제주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생산가능인구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주지역 고용시장 문제, 특히 청년의
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시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제주 청년일자리의 현황과 대응방안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0월 22일(월), 14:00~17:4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

○

주최ㆍ주관 : 제주연구원

주요 내용
○

정
책
토
론
회

제주지역 청년고용정책의 방향
- 제주형 양질의 일자리 및 청년 친화적 일자리 만들기
Ÿ

제주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모델 개발과 지원정책 연계

Ÿ

청년 친화적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Ÿ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성 강화

Ÿ

청년의 생존권, 일할 권리, 행복추구권 정립

Ÿ

청년정착을 통한 지역 내 고령화 완화 및 지역활성화 도모

Ÿ

학교재학단계-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노동시장 초기진입단계-경력형성단계별
청년지원모델 수립(금전적/비금전적)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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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

○

Ÿ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 개입

Ÿ

노동시장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Ÿ

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 키워드들
- 키워드
Ÿ

1.자아실현의 시대, 2.혁신, 3.혁신인재, 4.새로운 교육

- 청년문제 해결과 인재 관점
Ÿ

기존 교육시스템으론 혁신역량 강화의 한계

Ÿ

청년자기개발비, 갭이어, 다양한 교육지원 부재

Ÿ

집중을 위한 시간과 재정 열악

- 기업 혁신 관점
Ÿ

혁신인재와 혁신기업 미스매칭

Ÿ

각종 프로젝트 수행 인력 부족

Ÿ

직접 혁신인재 육성 어려움

Ÿ

인건비 지원, 프로젝트 지원, 컨설팅 지원 분절적

- 공공 혁신 관점
Ÿ

인재 없이 각종 프로그램 양산, - 각종 지원 프로그램 협력 보단 분산

Ÿ

기업 혁신역량보다 기업 생존 연장 초점, - 기업지원 투입비용보다 맞은 매출 성과

Ÿ

프로젝트비나 인건비 지원 중 하나가 끝나면 기업 생존 연장 불가

- 제주형 자기주도형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더큰제주 내일센터 육성
○

청년일자리와 더큰내일센터
- 더큰내일센터 역할

○

Ÿ

일자리와 기업간의 연계

Ÿ

표준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Ÿ

지역주민 밀착형 일자리 사업 발굴

Ÿ

Control Tower 기능

제주청년 선호일자리 요인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 : 기업대상 임금지원 <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
Ÿ

현 제주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은 기업대상 임금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위주

Ÿ

제주지역 미취업 청년은 사회적 평가 및 업무내용에 따라 일자리 선택

Ÿ

당야한 경험을 통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청년뱅크재단 정책 중요

-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 : 선호 임금수준을 고려한 좋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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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선호임금 수준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 실시

Ÿ

선호 임금수준 고용정책 지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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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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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9회)

새로운 바다, 제주경제와 만나다

개최 개요
○

제주 해양수산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 제주연구원 간의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제주 해양수산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새로운 바다, 제주경제와 만나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14:00~18:3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

○

주최ㆍ주관 : 제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주요 내용
○

신 해양도시의 비전과 실천 방향
- 해양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국내외 해양 사례, 해양 비즈니스와 산업 연계발전 모델
제시

○

해양 신산업 동향과 육성방안
- 글로벌 환경변화와 해양, 해양신산업의 현재와 미래, 국내 해양신산업 실태, 국내 해
양신산업 육성방안 제시

○

제주 해양경제도시 조성 전략
- 해양경제도시 필요성 및 개념과 국내외 여건 검토, 제주 해양경제도시 여건분석, 제
주해양경제도시 조성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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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연계 제주 항만재생사업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재배개발사업 추진현황, 원도심 연계 제주 항만재생사업의 필요
성, 원도심 연계 제주 항만재생사업의 추진 방안, 원도심 연계 제주 항만재생사업의
기대효과 제시

○

제주 크루즈 활성화 방향
- 현 시점의 한반도 주요 화두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지
방경제활성화 방안 제시

○

제주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방안
- 제주도와 해양산업, 제주 해양산업의 현황, 해양 전문인력의 양성 현황, 제주의 해양
전문인력 양성방안 제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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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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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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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10회)

지속가능한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개최 개요
○

제주문화의 전승과 보존은 물론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제주문화의 가치 창출과 재정
립, 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혜택 환원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등 제주
의 문화·관광은 패러다임 전환시점에 놓여 있음.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이자
문화예술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지속가능한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15:00~18:0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

○

주최 : 제주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주관 : 제주연구원

정
책
토
론
회

주요 내용
○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와 지역의 과제：전북사례와 제주의 과제
- 사람이 있는 문화의 주요 내용과 특징, 지역의 대응 방향 사례로 전라북도 사례, 제
주가 향후 나아갈 방향 제시

○

문화자치시대 제주 문하정책의 방향과 과제
- 문화정책과 사회변동, 새로운 문화정책의 과제, 새로운 지역문화정책의 역할, 구성요
소, 정착의 전략, 제주지역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구조와 과제 제시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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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웰니스관광 육성 방향
- 웰니스 산업의 이해, 웰니스 관광산업의 동향, 웰니스 관광사업체 현황, 웰니스 관광
국내 사례, 지속가능한 웰니스 관광 추진방향 제시

○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질적 성장 지표 개선 방향
- 제주관광의 환경 변화와 관광(성과)지표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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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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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11회)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개최 개요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규제개선 등으로 인구․관
광객․지방세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주민생활․지역경제와 밀접한 주요 정책
결정권이 이양되지 않아 자치분권 모델 정립에 한계,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잔략과 핵심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4:30~18:0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

○

주최 : 제주연구원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주관 : 제주연구원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
Ÿ

헌법적 지위 확보, - 제도개선 방식 전환, -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조세자율권
확보

Ÿ

핵심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자치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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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

제주미래비전과 정합성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Ÿ

주민자치의 성공 요인(보편성 요소 : 제도(법과 정책), 독자성의 요소 : 문화(제반
가치의 내재화 및 행동화))

Ÿ

주민자치의 활성화 전략(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확산, 각 부처 마을 단
위 지원사업 연계 강화,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지원)

Ÿ

주민자치의 발전과제(지역 내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아래로부터의 확산 체제
정착, 탈 정치화, 주민교육 등 자치역량 강화)

Ÿ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의 균형적 관점, 변화와 혁신의 주도
: 마을 가꾸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관계의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
Ÿ

지역정부로서의 지위확보 필요, - 사무 권한과 범위에 대한 법적 명확함

Ÿ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출권 보장

- 사무배분 권한의 법적 체계화 필요성
Ÿ

사무배분권한에 대한 법적 체계화 필요

Ÿ

현행 자치입법권 체제 하에서의 개선 전략 필요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단기적 실행 방안
Ÿ

조례심사기법의 정교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Ÿ

조례 심사기법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Ÿ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표현 개선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장기적 실행 방향
Ÿ

헌법상 지위보장 추진

Ÿ

자치기본헌법 도입 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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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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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경 및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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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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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제주미래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

개최 개요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제주 미래유망산업의 육성전략에 대해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2월 23일(금), 15:00~17:30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

주최ㆍ주관 : 제주연구원ㆍ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주요 내용
○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 4차 산업혁명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ㆍ생태계 조성
Ÿ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및 뎅터 생산 공유 기반 강화

Ÿ

신산업 규제개선

Ÿ

중소ㆍ벤처/지역거점 성장동력화

정
책
토
론
회

-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Ÿ

핵심인재 성장지원

Ÿ

미래교육체계 혁신

Ÿ

민ㆍ관 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대응체계 추진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육성 전략
- 4차 산업혁명과 정부정책, 제주지역 산업생태계 여건 분석,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
미래유망산업 발굴, 제주 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 제시
437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포럼 전경 및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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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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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회 제주미래포럼

지역관광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

개최 개요
○

최근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통해 ‘쉼표가 있는 삶’,‘사람이 있는 관광’을 큰 줄기로 국
민 휴식권 보장과 함께 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 사람중
심으로 전환되는 관광정책 방향 설정 변화에 따라 국가적, 지역적 정책 방향의 전환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지역관광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3월 29일(목) ~ 30일(금)
- 장소 : 메종글래드제주

○

주최ㆍ주관 : 제주연구원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요 내용
○

정
책
토
론
회

지역관광 정책의 과학화
- 관광의 가격 차별, 관광지출액과 가격차별, 사회규범의 힘 제시

○

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
- 관광두레사업 목적, 추진체계, 연도별 목표, 세부사업 내용 설명과 관광두에 주민사
업체 사례 소개

○

오버투어리즘 시대, 제주의 과제
- 제주관광 수용력에 대한 이해와 합의 중요
- 제주관광 수용력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심각한 고민 필요
- 오버투어리즘 억제/관리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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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다크투어리즘의 방향과 과제
- 방향과 과제

440

Ÿ

제주 다크투어리즘을 위한 기억의 장소 발굴 및 재현, 이미지화

Ÿ

제주비엔날레 등 예술제를 통한 제주의 정체성 강화

Ÿ

영화, 사진, 문학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과 연계한 인지도 강화

Ÿ

제주 다크투어리즘 해설 프로그램 기획과 전문 해설사 양성

Ÿ

다크투어리즘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론의 장 마련

2018년도 연구결과

포럼 전경 및 언론 보도
○

포럼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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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주미래포럼

도민중심의 제주형 행복지표 구상

개최 개요
○

제주도민이 행복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행복을 둘러싼 환경을 고
려하여 도민들의 행복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음. 도
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주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도정
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주제 : 도민 중심의 제주형 행복지표 구상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14:00~17:0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

○

주최 : 제주연구원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관 : 제주연구원

주요 내용
○

제주도형 행복지표 개발
- 행복지표 개발의 배경과 목적, 행복도 구성요인, 개발 방향성, 개발지표, 기대효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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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전경 및 언론 보도
○

포럼 전경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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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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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체감도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범위 설정
과 신규과제 발굴 및 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 조사내용
- 일반적인 사항(응답자 특성)
- 안전에 대한 일반의식 수준
- 재난유형과 관련된 안전의식 수준
- 생활주변사고와 관련된 안전의식 수준
-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의식수준
- 안전교육 경험실태 및 참여의향
- 난민문제
-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제시 및 바라는 사항 등

연구범위 및 방법
○

제
주
데
이
터
센
터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과업 기간
- 2018. 10. 19 ~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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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자료수집방법
Ÿ

제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1:1) 대인면접 실시

Ÿ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면접설문지

- 표본설계(Sample Design)
Ÿ

모집단(Population) : 제주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Ÿ

표본추출 :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추출

Ÿ

표본크기(Sample-Size) : 505부

- 실사
Ÿ

기존 사회조사센터 면접원 중 선발, 설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과 면접을 실시한 후
현장조사에 들어감

- 자료처리
Ÿ

수집된 자료를 자료입력과정을 거쳐 컴퓨터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으로 처리

- 조사결과 분석
Ÿ

빈도 및 교차분석(일부 문항)에 의한 도민의 안전체감도를 분석함

Ÿ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

연구결과
○

일상생활의 안전
Ÿ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해서는 ① 보통(40.6%), ② 안전하다(37.8%), ③
안전하지 않다(21.6%)로 나타남

-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Ÿ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① 안전정책 부족, 운영 미흡
(39.4%), ② 도민 안전교육 또는 안전의식 부족(23.9%), ③ 안전시설 미흡
(22.0%), ④ 사회보험제도 미흡(11.9%), ⑤ 기타(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Ÿ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① 안전교육 또는 안전의식 수준 향상
(45.6%), ② 안전정책 양호(19.9%), ③ 안전시설 개선(18.8%), ④ 기타(8.9%),
⑤ 사회보험제도 마련(6.8%)으로 나타남

○

생활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 유형
- 생활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 유형은 ① 사회재난(70.9%), ② 자연재난
(29.1%)으로 나타남

○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
-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한가에 대한 인식은 ① 자연재난(평균 2.94), ② 사회재난(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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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으로 나타남

○

구 분

안전하지
않은 편

보 통

안전한 편

평균

자연재난

143명
(28.3%)

236명
(46.7%)

126명
(25.0%)

2.94

사회재난

195명
(38.6%)

232명
(46.0%)

78명
(15.4%)

2.71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
-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은 ① 사회재난(71.9%), ② 자연재난(28.1%)으로 나타남

○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안전사고
-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안전사고는 ① 교통(36.4%), ② 범죄(29.4%), ③ 자연재해
(15.5%), ④ 안전사고(10.6%), ⑤ 화재(4.3%), ⑥ 자살(2.5%), ⑦ 감염병(1.0%),
⑧ 기타(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범죄
-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범죄는 ① 강력범죄(26.6%), ② 성폭력 (18.9%), ③ 일반폭
력(15.9%), ④ 학교폭력(11.5%), ⑤ 난민관련 범죄(9.7%), ⑥ 가정폭력(5.5%),
⑦ 사이버범죄(5.0%), ⑧ 경제범죄(4.1%), ⑨ 절도(2.2%), ⑩ 테러와 기타(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 안전
-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응답은 ① 안전하지 않다(66.6%), ② 보통 (26.5%), ③ 안전
한 편이다(6.9%)으로 나타남

○

안전교육 참여 의향
- 안전교육에 참여 의향은 ① 참여할 의향 있음(53.2%), ② 보통(30.7%), ③ 참여할
의향 없음(16.1%)으로 나타남

○

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① 사회 안전의식 수준 향상
(31.8%), ② 안전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28.3%), ③ 행정기관의 홍보 강화
(14.3%), ④ 안전 시설물 개선(13.7%), ⑤ 시민단체, 시민 등의 직접 참여
(11.7%), ⑥ 기타(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고ㆍ위험 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고ㆍ위험 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① 사회 안전의식 수준 향상
(28.5%), ② 안전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27.7%), ③ 정부의 관심과 투자 확대
(18.4%), ④ 안전 시설물 개선(13.7%), ⑤ 시민단체, 도민 등의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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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⑥ 기타(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 인지도
- 도 추진 안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① 모른다(72.1%), ② 조금 안다(25.7%), ③ 잘
알고 있다(2.2%)로 나타남
- 안전신문고 앱에 대한 인지도는 ① 모른다(70.5%), ② 조금 안다(24.4%), ③ 잘 알
고 있다(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대한 인지도는 ① 모른다(67.0%), ② 조금 안다
(27.7%), ③ 잘 알고 있다(5.3%)으로 나타남

○

난민문제의 제주지역 안전 영향 여부
- 난민문제의 제주지역 안전 영향 여부는 ① 영향을 준다(58.2%), ② 잘 모르겠다
(28.9%), ③ 영향을 주지 않는다(12.9%)로 나타남

○

난민문제의 제주지역 안전 영향정도
- 난민문제의 제주지역 안전 영향정도는 ① 심각하다(70.1%), ② 보통(24.8%), ③
심각하지 않다(5.1%)으로 나타남

○

난민문제의 제주지역 안전 영향 심각 부분
- 난민문제의 제주지역 안전 영향 심각 부분은 ① 강력범죄(46.0%), ② 성폭력
(20.8%), ③ 일반폭력(14.6%), ④ 절도(7.3%), ⑤ 경제범죄(4.4%), ⑥ 테러
(2.4%), ⑦ 감염병과 기타(1.5%), ⑧ 사이버범죄(1.0%), ⑨ 교통사고 유발(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종합 및 정책제언(시사점)
○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체감형 안전교육 강화
-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관련 조사결과, 현행 도에서 추진 중인 안전교육 체계는 도민
의 체감형 안전교육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즉 도민들에게 직접 찾아
가는 교육체계를 활성화하고, 몸으로 체감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16.1%인 점을 고려할 때 주
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
램 운영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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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정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Ÿ

아울러,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본 조사에서도 도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교육 또는 안
전의식 수준 향상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사회재난에 대한 중점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 2차적인 불안 심리가 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함
Ÿ

특히 감염병,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외에 자살 예방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가 강화되어야 함

○

재난 유형별 대응 전략 마련 및 지속적 대비
- 재난 발생 전의 대비, 재난이 왔을 때의 대응, 재난 이후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대비 체계를 잘 갖추어야 될 것이며, 지속적인 대응력 향상에 노력해
야 할 것임
- 또한 최근의 재난발생 형태를 보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도민들과
관광객 모두에 해당되는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것들
에 대한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함

○

범죄 유형별 맞춤형 안전사고 방지 대책 추진
- 각종 범죄 유형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Ÿ

특히 성폭력, 일반폭력, 강력범죄, 학교폭력 등을 중점 관리하여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함

○

범죄에 대한 안전성 강화
- 도민들은 범죄에 대한 안전성에서 테러에 대해서 안전한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강력범죄, 일반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은 편이라
고 응답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특히 제주지역은 국제관광도시임에 따라 도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면 관광객들도 비
슷하게 느낄 것임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및 규제 강화 필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지
만 도민들의 고질적 안전의식 결여는 개선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안전운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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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처벌규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건수에 피해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줌. 이는 대부분 무단횡단에 의한 것으로 무단횡단에 대한 단
속 강화와 더불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시인성(모양이나 색이 눈에 쉽게 띄는
성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에 대한 진단 및 홍보 강화
- 현재 안전정책의 홍보 실태를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읍·면사무소의 가판대
배치 등의 소극적 홍보보다는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Ÿ

안전 위협요소 또는 위법사항 등에 대한 신고제 및 포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난민문제에 대한 대응 제고
- 난민문제로 인해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범죄, 성폭
력, 일반폭력, 절도 등으로써 범죄 유형별로 예방대책 강화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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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Ⅰ,Ⅱ)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민선6기 및 민선7기 대응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들(오피니언 리더)의 인식을 조사하여 현재 추진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제
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

주요 조사내용
- 민선6기 및 민선7기 대응 제주도정 운영 및 주요 정책 관련 내용
Ÿ

도정운영 평가, 도정이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주요 정책 및 시책 평가
* 제주(비전ㆍ브랜드)정책, 일자리 및 민생경제, 주거 및 교통정책, 문화ㆍ관광ㆍ
안전정책, 복지정책, 1차산업, 환경정책 관련 내용

- 주요 현안과 관련한 내용
Ÿ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보급,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대응, 재활용품 요일별 배
출제 추진,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실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
업,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강정마을 지역발전 사업,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고령해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건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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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실사 기간
- 1사분기 : 2018. 2. 19 ~ 2. 28
- 2사분기 : 2018. 4. 26 ~ 5. 11

○

조사개요
- 자료수집방법
Ÿ

제주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1:1) 대인면접 실시

Ÿ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면접설문지

- 표본설계(Sample Design)
Ÿ

모집단(Population) : 제주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전문가(오피니
언 리더)

Ÿ

표본추출 :
(1) 제주도민 :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추출
(2) 전문가(오피니언 리더) : 임의편의추출

Ÿ

표본크기(Sample-Size)
(1) 1사분기 : 706부(도민 506부, 전문가 200부)
(2) 2사분기 : 705부(도민 505부, 전문가 200부)

- 실사
Ÿ

기존 사회조사센터 면접원 중 선발, 설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과 면접을 실시한 후
현장조사에 들어감

- 자료처리
Ÿ

수집된 자료를 자료입력과정을 거쳐 컴퓨터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으로 처리

- 조사결과 분석
Ÿ

검증을 거쳐 완성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사회과
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PC+ 23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 자료는 빈도와 교차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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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1사분기
- 도민
Ÿ

Ÿ

Ÿ

Ÿ

현재 제주도정 운영에 대한 인식
잘함

보통

못함

24.5%

59.5%

16.0%

민선6기 출범이후 제주 위상에 대한 인식
높아졌다

보통

낮아졌다

36.8%

48.8%

14.4%

만족함

보통

만족 못함

39.5%

46.6%

13.9%

제주인으로서 삶에 대한 만족도

민선 6기 제주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단위 : %)
평가 항목

잘함

보통

못함

모르겠다

1)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보급

33.2

42.8

21.8

2.2

2)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대응

17.2

45.1

28.6

9.1

3)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추진

35.5

37.4

25.9

1.2

4)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실시

41.1

38.0

19.9

1.0

5) 대중교통 체계 개편

37.6

39.1

22.5

0.8

6)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26.9

52.5

14.5

6.1

7)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17.4

60.0

12.5

10.1

8) 강정마을 지역발전 사업

15.8

51.0

22.5

10.7

9)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16.6

43.1

32.6

7.7

10)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19.9

37.7

38.4

4.0

11)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20.6

49.4

23.1

6.9

12) 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22.0

55.7

16.6

5.7

13) 고령해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36.9

44.0

13.6

5.5

14)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건 대응

26.3

38.5

29.7

5.5

- 전문가
Ÿ

현재 제주도정 운영에 대한 인식
잘함

보통

못함

45.5%

42.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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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민선6기 출범이후 제주 위상에 대한 인식
높아졌다

보통

낮아졌다

62.0%

27.5%

10.5%

만족함

보통

만족 못함

58.5%

27.5%

14.0%

제주인으로서 삶에 대한 만족

민선 6기 제주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단위 : %)
평가 항목

잘함

보통

못함

모르겠다

1)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보급

45.0

40.0

13.5

1.5

2)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대응

25.0

41.0

33.5

0.5

3)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추진

49.5

25.0

25.0

0.5

4)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실시

57.0

18.0

20.0

1.0

5) 대중교통 체계 개편

61.0

16.5

32.0

1.5

6)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35.0

48.0

14.5

2.5

7)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26.0

51.0

19.5

3.5

8) 강정마을 지역발전 사업

26.5

43.5

26.5

3.5

9)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20.5

43.5

29.5

6.5

10)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30.0

25.0

43.5

1.5

11)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36.0

37.0

24.5

2.5

12) 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42.5

46.0

9.0

2.5

13) 고령해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51.0

37.5

8.5

3.0

14)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건 대응

36.5

29.5

31.5

2.5

○

2사분기
- 도민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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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도정 운영에 대한 인식
잘함

보통

못함

27.0%

57.9%

15.1%

민선6기 출범이후 제주 위상에 대한 인식
높아졌다

보통

낮아졌다

35.5%

50.4%

14.1%

2018년도 연구결과

Ÿ

Ÿ

제주인으로서 삶에 대한 만족도
만족함

보통

만족 못함

45.1%

40.6%

14.3%

민선 6기 제주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평가 항목

(단위 : %)

잘함

보통

못함

모르겠다

1)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보급

39.2

40.8

14.3

5.7

2)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대응

18.8

46.5

20.8

13.9

3)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추진

41.4

35.1

22.3

1.2

4)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실시

39.8

39.9

17.7

2.6

5) 대중교통 체계 개편

43.8

30.9

23.9

1.4

6)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22.2

54.2

13.5

10.1

7)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20.0

49.8

15.3

14.9

8) 강정마을 지역발전 사업

16.7

45.6

22.3

15.4

9)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16.3

42.7

26.7

14.3

10)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19.0

35.0

36.7

9.3

11)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20.4

39.4

26.1

14.1

12) 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22.6

45.9

19.6

11.9

13) 고령해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35.0

39.6

12.7

12.7

14)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건 대응

22.1

38.3

29.3

10.3

- 전문가
Ÿ

Ÿ

Ÿ

현재 제주도정 운영에 대한 인식
잘함

보통

못함

48.0%

39.5%

12.5%

민선6기 출범이후 제주 위상에 대한 인식
높아졌다

보통

낮아졌다

57.0%

31.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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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함

보통

만족 못함

58.0%

25.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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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민선 6기 제주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단위 : %)

평가 항목

잘함

보통

못함

모르겠다

1)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보급

50.5

38.0

10.5

1.0

2)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대응

21.0

39.0

36.5

3.5

3)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추진

47.5

18.5

34.0

-

4)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실시

51.0

28.0

20.5

0.5

5) 대중교통 체계 개편

60.0

15.5

24.0

0.5

6)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37.0

41.0

15.5

6.5

7)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26.5

44.0

22.5

7.0

8) 강정마을 지역발전 사업

20.0

43.0

30.0

7.0

9)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14.5

45.0

32.5

8.0

10)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19.0

26.5

52.5

2.0

11)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28.0

37.5

27.0

7.5

12) 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42.0

38.5

17.0

2.5

13) 고령해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54.5

34.0

5.5

6.0

14)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건 대응

37.0

32.5

26.5

4.0

종합 및 정책제언(시사점)
○

1사분기
- 도정운영, 위상 변화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민선6기 제주도정 주요 정책 및 시
책,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 결과 전문가의 인식이 도민의 인식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Ÿ

도민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해당 정책 등에 대
한 관련 정보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평가됨

Ÿ

전문가는 관련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한 추진배경 및 정책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실현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Ÿ

도민의 경우 관련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체감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사료됨

Ÿ

따라서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등에 대해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응답을 기준으로 관련 정책
및 현안 해결 노력 등에 정책 점검 및 홍보 방안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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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잘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서는 정책 홍보
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Ÿ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정
책 및 현안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Ÿ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정책 및 현안의 경우 도민과 전문가 조
사에서 유일하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 제2공항 건설사
업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2사분기
- 도민 공감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 강화
- 제주의 비전 및 브랜드, 4차 산업혁명 정책 중심으로 추진
-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홍보 강화
- 1차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정책지원 확대
-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강화로 관광산업 질적 성장 견인
- 투자진흥지구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
- 제주관광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다양한 정책 발굴․추진
-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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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도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하
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음

○

주요 조사내용
- 일반적인 사항(응답자 특성)
- 소통과 협력(협치)분야, 환경분야, 보육․교육․복지, 안전분야, 도시계획분야, 경제분
야, 문화관광분야, 지역균형발전분야, 자치역량분야, 미래전략산업분야
- 중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위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연구범위 및 방법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실사기간 : 2018. 8. 10 ~ 8. 14

○

조사개요
- 자료수집방법
Ÿ

제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1:1) 대인면접 실시

Ÿ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면접설문지

- 표본설계(Samp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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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모집단(Population) : 제주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Ÿ

표본추출 :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추출

Ÿ

표본크기(Sample-Size) : 706부

- 실사
Ÿ

기존 사회조사센터 면접원 중 선발, 설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과 면접을 실시한 후
현장조사에 들어감

- 자료처리
Ÿ

수집된 자료를 자료입력과정을 거쳐 컴퓨터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으로 처리

- 조사결과 분석
Ÿ

검증을 거쳐 완성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과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통
계 패키지인 SPSS PC+ 23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 자료는 빈도와 교차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연구결과
○

소통과 협력(협치) 분야
- 소통과 협력(협치)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Ÿ

① 지속적인 행정 혁신(29.5%), ② 제주형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23.2%), ③ 제
주형 민관협치 모델 구축(22.0%), ④ 4․3의 완전한 해결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
복(18.1%), ⑤ 남북교류사업 재개 및 확대(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통과 협력(협치)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Ÿ

① 제주형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27.4%), ② 지속적인 행정 혁신(25.9%), ③ 4․
3의 완전한 해결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22.2%), ④ 제주형 민관협치 모델 구
축(15.6%), ⑤ 남북교류사업 재개 및 확대(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통과 협력(협치)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과제
Ÿ

① 지속적인 행정 혁신(29.3%), ② 4․3의 완전한 해결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23.4%), ③ 제주형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20.0%), ④ 제주형 민관협치 모델 구
축(16.1%), ⑤ 남북교류사업 재개 및 확대(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통과 협력(협치)분야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Ÿ

① 도민의견 수렴 및 소통창구 마련(57.5%), ② 기타(27.3%), ③ 정례 간담회
및 토론회 마련(9.1%), ④ 청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Ÿ

기타 과제는 도민과 정책 공유, 민관협의기구 설치, 정부 차원의 소통기회 마련,
수평적 협치체계 구축, 숙의형 공론화 갈등관리 시스템 개발, 의식변화, 중앙정부
협치정책, 행정과 정치 분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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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환경 분야
- 환경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Ÿ

① 적정수요 보전관리시스템 구축(20.8%), ②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호․복원
강화(18.7%), ③ 제주형 통합 물자원관리 시스템 구축(12.9%), ④ 해안변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10.3%), ⑤ 하수처리 종합적ㆍ입체적 관리(9.1%), ⑥ 미세먼지
도민안전 체계 구축(7.4%), ⑦ 제주형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6.5%), ⑧ 악취 사
전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5.8%), ⑨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4.4%), ⑩ 환경부하
통합 관리(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환경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Ÿ

①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호․복원 강화(16.2%), ② 악취 사전예방 및 관리시스
템 구축과 하수처리 종합적․입체적 관리(각 14.8%), ③ 해안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0.6%), ④ 적정수요 보전관리시스템 구축(9.6%), ⑤ 제주형 통합 물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9.3%), ⑥ 미세먼지 도민안전 체계 구축(8.1%), ⑦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5.9%), ⑧ 환경부하 통합 관리(5.5%), ⑨ 제주형 자원순환 시스템 구
축(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환경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과제
Ÿ

① 하수처리 종합적ㆍ입체적 관리(17.2%), ② 악취 사전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12.7%), ③ 제주형 통합 물자원관리 시스템 구축(12.2%), ④ 기후변화 대응 생
태계 보호ㆍ복원 강화(11.8%), ⑤ 적정수요 보전관리시스템 구축(11.2%), ⑥ 해
안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0.3%), ⑦ 제주형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8.2%), ⑧
미세먼지 도민안전 체계 구축(6.9%), ⑨ 환경부하 통합 관리(4.8%), ⑩ 지속가능
한 토지 이용(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환경 분야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Ÿ

①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27.2%), ② 난개발 방지 및 규제(21.7%), ③ 기
타(17.8%), ④ 중산간 개발 및 건축 제한(9.3%), ⑤ 비자림 개발 반대(7.0%),
⑥ 전기차 및 인프라 확대(5.4%), ⑦ 관광객 쓰레기 처리 비용 부과 및 제한
(4.7%), ⑧ 골프장 난립 억제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생태계 변화 조사(각 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Ÿ

기타 과제는 농약사용 제한, 건축규제 강화, 양돈장 총량제 실시, 친환경 교통수
단 도입, 오름 환경보전 방안 마련, 도민 자연보호 의식 제고, 렌터카 수 감축, 자
연경관 훼손 방지 시행법 마련, 자전거 도로 정비, 해안 쓰레기 처리, 풍력에너지
관리, 친환경 에너지 개발, 물산업 규제, 환경미화원 확충,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으로 나타남

○

보육․교육․복지 분야
- 보육․교육․복지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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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① 수요중심형 보육․교육 등 복지서비스 혁신(31.0%), ②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
대(24.9%), ③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고도화(14.9%), ④ 제주 고령친화도시 기
반 구축(12.2%), ⑤ 공공 보건의료 전달시스템 강화(11.5%), ⑥ 생애주기별 평
생학습 생태계 조성(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육․교육․복지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Ÿ

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28.7%), ② 수요중심형 보육․교육 등 복지서비스 혁
신(20.0%), ③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고도화(17.1%), ④ 공공 보건의료 전달시
스템 강화(15.4%), ⑤ 제주 고령친화도시 기반 구축(14.4%), ⑥ 생애주기별 평
생학습 생태계 조성(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육․교육․복지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과제
Ÿ

① 수요중심형 보육․교육 등 복지서비스 혁신(24.8%), ②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고도화(22.1%), ③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16.9%), ④ 제주 고령친화도시 기반
구축(16.0%), ⑤ 공공 보건의료 전달시스템 강화(12.3%), ⑥ 생애주기별 평생학
습 생태계 조성(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육․교육․복지 분야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Ÿ

① 기타(26.7%), ② 교육기회 확대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17.9%), ③ 제주형
출산장려 정책 시행과 보육교사 교육 및 처우 개선, 영리병원 설립 반대 및 의료
비 부담 최소화(각 8.9%), ④ 노인전문 병원 설립(7.1%), ⑤ 사회복지사 처우 개
선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각 5.4%), ⑥ 무상급식 확대 및 수준 제고와 상급 종
합병원 유치, 육아정책 기구 설립(각 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Ÿ

기타 과제는 불필요한 평가제 폐지, 독거노인 정책 마련, 농촌지역 의료체계 개
선, 국제학교 어학교육 강화, 보육시설 차량 슬리핑차일드 체크 벨 의무 도입, 복
지분야 전문가 양성, 예술고등학교 설립, 장애인 우대정책 활성화, 저학년 예체능
교육센터 확대, 지역별 병원 분산, 통학버스 요금 인하 등으로 나타남

○

안전 분야
- 안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Ÿ

① 제주형 도민보호 안전망 구축(43.3%), ②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관리 혁신
(15.4%), ③ 사회재난 긴급 대응역량 강화(10.8%), ④ 제주형 교통수요 관리체
계 구축(8.6%), ⑤ 자연재해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6.5%), ⑥ 특수재난 대응시
스템 구축(6.4%), ⑦ 대중교통 2단계 개편(5.2%), ⑧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Ÿ

①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관리 혁신(23.0%), ② 제주형 도민보호 안전망 구축
(19.4%), ③ 제주형 교통수요 관리체계 구축(13.5%), ④ 사회재난 긴급 대응역
량 강화(12.3%), ⑤ 자연재해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10.2%), ⑥ 특수재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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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스템 구축(9.8%), ⑦ 대중교통 2단계 개편(6.7%), ⑧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
입 검토(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과제
Ÿ

① 제주형 도민보호 안전망 구축(25.5%), ②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관리 혁신
(23.5%), ③ 제주형 교통수요 관리체계 구축(11.8%), ④ 대중교통 2단계 개편
(9.8%), ⑤ 사회재난 긴급 대응역량 강화(8.6%), ⑥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 검
토(7.9%), ⑦ 자연재해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6.8%), ⑧ 특수재난 대응시스템
구축(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Ÿ

① 제주 난민 관리 방안 및 대책 수립(20.9%), ② 무사증 제도 폐지 및 외국인
범죄 강력 대응(19.8%), ③ 우범지대 CCTV 설치 확대(16.3%), ④ 기타
(15.1%), ⑤ 순찰인력 확충(8.1%), ⑥ 렌터카 사전 교육 및 단속 강화와 교통사
고 예방 교육 및 단속 강화(각 5.8%), ⑦ 산업재해 예방 교육(3.5%), ⑧ 버스전
용 차선 재검토와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각 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Ÿ

기타 과제는 강력범죄 대응 대책 마련, 긴급재해 보상 대책 마련, 나홀로 여행객
에 대한 안전 방안 강구, 도심선 고가도로 건설, 드림타워 완공 후 교통대책 마련,
보행자 도로 확보, 자전거 도로 확보, 소방기관 지원 강화, 아파트 전기안전 및 단
속 강화, 어린이집 차량안전 단속 강화, 위급차량 통행방해에 대한 규제 강화, 음
주운전 처벌 강화 등으로 나타남

○

도시계획 분야
- 도시계획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Ÿ

① 제주다운 경관관리 체계 확립(26.6%), ② 제주형 성장관리 방안 마련
(22.4%), ③ 주거복지 확대(16.3%), ④ 도민주도의 제2공항 건설(11.5%), ⑤
도민주도형 원도심 재생(9.8%), ⑥ 도시공원 확충 및 관리체계 강화(5.2%), ⑦
수요 대응형 도로체계 구축(4.7%), ⑧ 국제수준의 항만 경쟁력 강화(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시계획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Ÿ

① 제주다운 경관관리 체계 확립(20.3%), ② 주거복지 확대(19.1%), ③ 도민주
도의 제2공항 건설(15.0%), ④ 제주형 성장관리 방안 마련(13.3%), ⑤ 도민주도
형 원도심 재생(13.2%), ⑥ 수요 대응형 도로체계 구축(8.5%), ⑦ 도시공원 확
충 및 관리체계 강화(6.5%), ⑧ 국제수준의 항만 경쟁력 강화(4.1%) 등의 순으
로 나타남

- 도시계획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과제
Ÿ

① 주거복지 확대(19.4%), ② 도민주도의 제2공항 건설(18.0%), ③ 제주다운 경
관관리 체계 확립(16.3%), ④ 제주형 성장관리 방안 마련(12.7%), ⑤ 도민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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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원도심 재생(11.3%), ⑥ 도시공원 확충 및 관리체계 강화(11.2%), ⑦ 수요
대응형 도로체계 구축(6.9%), ⑧ 국제수준의 항만 경쟁력 강화(4.2%) 등의 순으
로 나타남
- 도시계획 분야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Ÿ

①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33.8%), ② 기타(15.4%), ③ 서민형 주택 보급 및 주
택가격 안정화와 제2공한 건설 반대 및 재검토(각 13.8%), ④ 부동산 투기 억제
와 제2공항 조속 건립, 구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각 4.6%), ⑤ 렌터카 규제 및
단속 강화와 빈집 및 빈상가 활용 방안 마련, 주차시설 확충(각 3.1%) 등의 순으
로 나타남

Ÿ

기타 과제는 건물 고도 제한, 노후건물 재건축, 도로 주차단속 확대, 도시개발 억
제, 버스 배차시간 간격 조정, 우범지대 정비 및 관리 강화, 청소년 거리 활성화,
화북공업단지 이전 및 재정비 등으로 나타남

○

경제 분야
- 경제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Ÿ

①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37.6%), ②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14.9%), ③ 지역 경쟁력 강화, 맞춤형 수출 기반 구축(10.2%), ④
농수축산물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9.1%), 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골목상권 조성
(8.9%), ⑥ 농수축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6.8%), ⑦ 제주형 사회적경제시스템 강
화(6.5%), ⑧ 제주형 6차산업 활성화(3.3%), ⑨ 도민 주도의 투자유치 체계 확
립(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Ÿ

①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22.7%), ②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19.3%), ③ 지역 경쟁력 강화, 맞춤형 수출 기반 구축(12.5%), ④
농수축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12.2%), ⑤ 농수축산물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11.0%), ⑥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골목상권 조성(8.9%), ⑦ 제주형 사회적경제
시스템 강화(4.8%), ⑧ 제주형 6차산업 활성화(4.4%), ⑨ 도민 주도의 투자유치
체계 확립(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과제
Ÿ

①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19.0%), ②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18.6%), ③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골목상권 조성(13.5%), ④ 농수축
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와 제주형 사회적경제시스템 강화(각 9.9%), ⑤ 지역 경쟁
력 강화, 맞춤형 수출 기반 구축(9.5%), ⑥ 제주형 6차산업 활성화(7.1%), ⑦ 농
수축산물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6.4%), ⑧ 도민 주도의 투자유치 체계 확립
(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 분야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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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① 기타(25.0%), ② 물류비 인하 및 지원(18.0%), ③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노
동 근로기준법 단속 강화(각 14.3%), ④ 소상공인 세제 지원과 외자유치 시 도민
보상 지급, 지역주민 우선 채용제도 마련, 제주 농산물 활성화 지원(각 7.1%) 등
의 순으로 나타남

Ÿ

기타 과제는 여성경제창업센터 설치 및 지원, 유명 아울렛 매장 유치, 비정규직
정규화 문제,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직업훈련 시행 등으로 나타남

○

문화관광 분야
- 문화관광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Ÿ

①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24.5%), ② 제주특화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22.0%),
③ 제주문화 예술 생태계 강화(15.2%), ④ 관광 매력도 및 만족도 제고(14.4%),
⑤ 주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12.9%), ⑥ 관광산업 융복합화(11.0%) 등의 순
으로 나타남

- 문화관광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Ÿ

① 제주특화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23.5%), ② 관광 매력도 및 만족도 제고
(21.0%), ③ 제주문화 예술 생태계 강화(16.1%), ④ 주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
광(13.5%), ⑤ 관광산업 융복합화(13.0%), ⑥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12.9%)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관광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과제
Ÿ

① 주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23.2%), ② 제주특화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22.2%), ③ 관광산업 융복합화(15.9%), ④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14.7%), ⑤
관광 매력도 및 만족도 제고(13.2%), ⑥ 제주문화 예술 생태계 강화(10.8%)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관광 분야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Ÿ

① 다양한 공연 및 행사 유치와 기타(각 18.4%), ② 예술인 단체 지원 확대
(12.1%), ③ 제주형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과 관광객 총량제 및 입도세 부과
(각 10.2%), ④ 제주형 축제 개발 및 경쟁력 강화(8.2%), ⑤ 문화관광 인력 교육
및 양성(6.1%), ⑥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와 무사증 제도 폐지, 생태관광 활성
화, 제주어 보존(각 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Ÿ

기타 과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관광수익금 도민 분배, 균형관광분야
구축, 개별관광객 중심의 관광정책 마련, 렌터카 적정량 조사, 제주 야간볼거리
마련, 문화관광 분야 홍보 강화 등으로 나타남

○

지역균형발전 분야
- 지역균형발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Ÿ

① 주민참여형 균형발전 사업 확대(28.5%), ② 읍면도서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25.6%), ③ 4대 성장거점형 균형발전(19.4%), ④ 선주민과 이주민간 공존․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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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형성(14.9%), ⑤ 제주형 마을만들기 활성화(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균형발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Ÿ

① 읍면도서지역 생활인프라 확충(32.1%), ② 주민참여형 균형발전 사업 확대
(23.2%), ③ 선주민과 이주민간 공존․공감 공동체 형성(18.1%), ④ 제주형 마을
만들기 활성화(16.3%), ⑤ 4대 성장거점형 균형발전(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균형발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과제
Ÿ

① 읍면도서지역 생활인프라 확충(23.3%), ② 제주형 마을만들기 활성화
(21.5%), ③ 선주민과 이주민간 공존․공감 공동체 형성과 주민참여형 균형발전
사업 확대(각 21.1%), ④ 4대 성장거점형 균형발전(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균형발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Ÿ

① 읍면지역 거주주민 지원 확대(37.5%), ② 강정지구 해군기지 해결방안 마련
(25.0%), ③ 인구유입 정책 마련과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시행 전 여론 수렴 및
후 결정(각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치역량 분야
- 자치역량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Ÿ

①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정립(26.6%), ②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
(24.1%), ③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확대(23.1%), ④ 제주특별자
치도 기본법 제정(18.8%), ⑤ 정부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조정(7.4%) 등의 순으
로 나타남

- 자치역량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Ÿ

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확대(27.8%),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25.1%), ③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22.2%), ④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정립(14.6%), ⑤ 정부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조정(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치역량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과제
Ÿ

①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33.7%), ②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정립
(21.8%), ③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확대(20.3%), ④ 제주특별자
치도 기본법 제정(14.4%), ⑤ 정부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조정(9.8%) 등의 순으
로 나타남

- 자치역량 분야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Ÿ

① 공무원 및 도의원 역량 강화(33.4%), ② 중앙정부와 협의체 구성(22.2%), ③
도의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도지시와 도민 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 마련, 시장
직선제 추진, 자치권 인수기관 설치(각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전략산업 분야
- 미래전략산업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Ÿ

① 제주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32.9%), ② 청정스마트 해양경제 도시

467

제
주
데
이
터
센
터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육성(14.0%), ③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10대 미래유망산업 육성(13.7%), ④ 카
본프리아일랜드 추진(10.5%), ⑤ 민관산학 협력형 인력양성센터 설립(9.9%), ⑥
스마트 혁신 클러스터 조성(9.5%), ⑦ 융복합 고부가가치 물산업 육성(5.1%), ⑧
신부가가치형 금융산업 창출(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전략산업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Ÿ

① 제주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과 민관산학 협력형 인력양성센터 설립(각
18.8%), ②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10대 미래유망산업 육성(15.4%), ③ 청정스
마트 해양경제 도시 육성(14.9%), ④ 스마트 혁신 클러스터 조성(10.3%), ⑤ 융
복합 고부가가치 물산업 육성(8.5%), ⑥ 카본프리아일랜드 추진(7.5%), ⑦ 신부
가가치형 금융산업 창출(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전략산업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과제
Ÿ

① 제주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19.4%), ②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10대
미래유망산업 육성(17.8%), ③ 민관산학 협력형 인력양성센터 설립(16.7%), ④
청정스마트 해양경제 도시 육성(13.7%), ⑤ 카본프리아일랜드 추진(9.2%), ⑥
스마트 혁신 클러스터 조성(8.1%), ⑦ 융복합 고부가가치 물산업 육성(7.9%), ⑧
신부가가치형 금융산업 창출(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전략산업 분야 핵심 정책과제 외 필요 과제
Ÿ

① 기타(43.5%), ② 전기차 및 인프라 확충 지원(26.1%), ③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 노력(17.4%), ④ 미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Ÿ

기타 과제는 IT분야 성장 지원책 마련, 1차산업 육성 지원, 동북아 금융센터 조
성, 미래지향적 기업 유치, 배양산업 개발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제주 블록체인
특구 발전전략 마련, 제주 미래 먹거리 분야 연구, 제주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풍력발전 폐기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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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시사점)
○

소통과 협력(협치) 분야 :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건설
-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중심의 열린 소통으로 도민의 뜻을 정책
에 반영하는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함

<소통과 협력(협치) 분야 핵심 정책과제 순위>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종합
순위

제주형 민관협치 모델 구축

3순위

4순위

4순위

4순위

제주형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2순위

1순위

3순위

2순위

남북교류사업 재개 및 확대

5순위

5순위

5순위

5순위

4․3의 완전한 해결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4순위

3순위

2순위

3순위

지속적인 행정 혁신

1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구 분

☞ 종합순위는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의 응답결과를 참조로 연구자가 순위 선정

○

환경 분야 : 환경가치를 키워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건설
- 청정·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한 환경총량제 원칙을 수립하여 환경의 가치를 키우고 지
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의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함

<환경 분야 핵심 정책과제 순위>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종합
순위

적정수요 보전관리시스템 구축

1순위

5순위

5순위

3순위

제주형 통합 물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3순위

6순위

3순위

4순위

해안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순위

4순위

6순위

6순위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호․복원 강화

2순위

1순위

4순위

1순위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9순위

8순위

10순위

9순위

제주형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7순위

10순위

7순위

8순위

악취 사전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8순위

2순위

2순위

4순위

미세먼지 도민안전 체계 구축

6순위

7순위

8순위

7순위

환경부하 통합 관리

10순위

9순위

9순위

10순위

하수처리 종합적․입체적 관리

5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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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육․복지 분야 : 모두가 행복한 보육‧교육‧복지 1등 제주건설
- 복지 예산 1조원 시대에 걸 맞는 제주형 복지행정 모델 구축과 도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혁신을 위해 다음의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함

<보육․교육․복지 분야 핵심 정책과제 순위>

○

구 분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종합
순위

수요중심형 보육․돌봄․교육 등 복지서비스 혁신

1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2순위

1순위

3순위

2순위

공공 보건의료 전달시스템 강화

5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제주 고령친화도시 기반 구축

4순위

5순위

4순위

4순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고도화

3순위

3순위

2순위

3순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6순위

6순위

6순위

6순위

안전 분야 : 안전하고 불편이 없는 제주 건설
-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안심․편안한 제
주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의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함

<안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순위>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종합
순위

제주형 도민보호 안전망 구축

1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사회재난 긴급 대응역량 강화

3순위

4순위

5순위

4순위

특수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6순위

6순위

8순위

7순위

자연재해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5순위

5순위

7순위

5순위

제주형 교통수요 관리체계 구축

4순위

3순위

3순위

3순위

대중교통 2단계 개편

7순위

7순위

4순위

6순위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8순위

8순위

6순위

8순위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관리 혁신

2순위

1순위

2순위

2순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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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분야 : 편리하고 쾌적한 제주 건설
-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환경기반 마련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
한 종합적․체계적 도시계획 및 관리 추진을 위해 다음의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함

<도시계획 분야 핵심 정책과제 순위>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종합
순위

제주형 성장관리 방안 마련

2순위

4순위

4순위

4순위

제주다운 경관관리 체계 확립

1순위

1순위

3순위

1순위

도민주도형 원도심 재생

5순위

5순위

5순위

5순위

도민주도의 제2공항 건설

4순위

3순위

2순위

3순위

국제수준의 항만 경쟁력 강화

8순위

8순위

8순위

8순위

수요 대응형 도로체계 구축

7순위

6순위

7순위

7순위

주거복지 확대

3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도시공원 확충 및 관리체계 강화

6순위

7순위

6순위

6순위

구 분

○

경제 분야 : 도민주도로 경제가 더 커지는 제주 건설
- 도민자본을 키우고 성장의 과실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내생·포
용적 성장 실현을 위해 다음의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함

<경제 분야 핵심 정책과제 순위>
구 분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종합
순위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1순위

2순위

2순위

2순위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지역 경쟁력 강화, 맞춤형 수출 기반 구축

3순위

3순위

6순위

3순위

농수축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6순위

4순위

4순위

4순위

농수축산물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4순위

5순위

8순위

6순위

제주형 6차산업 활성화

8순위

8순위

7순위

8순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골목상권 조성

5순위

6순위

3순위

4순위

도민 주도의 투자유치 체계 확립

9순위

9순위

9순위

9순위

제주형 사회적경제시스템 강화

7순위

7순위

4순위

7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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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 분야 : 모두가 누리는 문화관광의 섬 제주 건설
- 제주다운 전통과 문화를 전승하는 창조적 문예진흥과 제주관광의 매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질적 관광을 통한 명품 제주 구현을 위해 다음의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함

<문화관광 분야 핵심 정책과제 순위>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종합
순위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

1순위

6순위

4순위

3순위

제주특화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제주문화 예술 생태계 강화

3순위

3순위

6순위

5순위

관광 매력도 및 만족도 제고

4순위

2순위

5순위

3순위

관광산업 융복합화

6순위

5순위

3순위

6순위

주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

5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구 분

○

지역균형발전 분야 : 맞춤형 성장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제주 건설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성장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제주지역 전체가 고
르게 잘사는 균형제주 조성을 위해 다음의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함

<지역균형발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순위>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종합
순위

4대 성장거점형 균형발전

3순위

5순위

5순위

5순위

읍면도서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주민참여형 균형발전 사업 확대

1순위

2순위

3순위

2순위

제주형 마을만들기 활성화

5순이

4순위

2순위

4순위

선주민과 이주민간 공존․공감 공동체 형성

4순위

3순위

3순위

3순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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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역량 분야 : 도민역량 확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제주 건설
- 자기결정권 확대와 도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
를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다음의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함

<자치역량 분야 핵심 정책과제 순위>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종합
순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정립

1순위

4순위

2순위

2순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4순위

2순위

4순위

4순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확대

3순위

1순위

3순위

2순위

정부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조정

5순위

5순위

5순위

5순위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

2순위

3순위

1순위

1순위

구 분

○

미래전략산업 분야 : 미래를 준비하고 창조하는 제주 건설
-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창의인재 육성 및 유망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제주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함

<미래전략산업 분야 핵심 정책과제 순위>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종합
순위

제주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민관산학 협력형 인력양성센터 설립

5순위

1순위

3순위

3순위

스마트 혁신 클러스터 조성

6순위

5순위

6순위

6순위

청정스마트 해양경제 도시 육성

2순위

4순위

4순위

4순위

카본프리아일랜드 추진

4순위

7순위

5순위

5순위

융복합 고부가가치 물산업 육성

7순위

6순위

7순위

7순위

신부가가치형 금융산업 창출

9순위

8순위

8순위

8순위

4차산업 혁명시대 대비 10대 미래유망산업
육성

3순위

3순위

2순위

2순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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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Ⅳ)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를 조사하여 현재 추진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

주요 조사내용
-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운영 및 주요 정책
- 도정 운영 인식 및 평가
Ÿ

제주(비전·브랜드)정책, 일자리 및 민생경제, 주거 및 교통정책, 문화ㆍ관광ㆍ안전
정책, 복지정책, 1차산업, 환경정책 등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보급,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실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4․3의 완전한 해결, 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 매립장) 조
성사업,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건 대응,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확장) 등
- 도민행복 지표 개발에 따른 도민 의견 등

연구범위 및 방법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474

실사기간 : 2018. 11. 21 ~ 11. 27

2018년도 연구결과

○

조사개요
- 자료수집방법
Ÿ

제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1:1) 대인면접 실시

Ÿ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면접설문지

- 표본설계(Sample Design)
Ÿ

모집단(Population) : 제주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Ÿ

표본추출 :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추출

Ÿ

표본크기(Sample-Size) : 706부

- 실사
Ÿ

기존 사회조사센터 면접원 중 선발, 설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과 면접을 실시한 후
현장조사에 들어감

- 자료처리
Ÿ

수집된 자료를 자료입력과정을 거쳐 컴퓨터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으로 처리

- 조사결과 분석
Ÿ

검증을 거쳐 완성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사회과
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PC+ 23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 자료는 빈도와 교차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
할 것임

연구결과
○

○

○

현재 제주도정 운영에 대한 인식
잘함

보통

못함

35.7%

48.0%

16.3%

민선6기 출범이후 제주 위상에 대한 인식
높아졌다

보통

낮아졌다

34.5%

48.5%

17.0%
제
주
데
이
터
센
터

제주인으로서 삶에 대한 만족도
만족함

보통

만족 못함

47.2%

37.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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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6기 제주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평가 항목

(단위 : %)

잘함

보통

못함

모르겠다

1)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보급

47.9

38.2

11.9

2.0

2)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실시

48.3

36.8

13.3

1.6

3)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33.4

48.5

11.6

6.5

4)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27.5

51.2

13.7

7.6

5)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26.5

35.5

33.9

4.1

6) 4․3의 완전한 해결

39.4

36.9

19.7

4.0

7) 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32.0

44.7

17.8

5.5

8) 축산분뇨 및 악취 대응

27.7

36.5

31.3

4.5

9)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확장)

35.5

40.0

19.1

5.4

○

제주형 도민행복지표에 대한 인식
- 12개 항목의 제주형 도민행복지표에서 도민들은 대체로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으나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에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 ‘소속감을 갖고 정책에 참여함’,
‘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임’의 항목에 있
어서는 보통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평균

1) 가족에게 미래의 꿈을 줄 수 있는 곳

53.0

32.7

14.3

3.42

2) 일에 대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41.1

37.9

21.0

3.22

3)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에 교육환경이 양호
한 곳

38.7

39.8

21.5

3.17

4) 필요한 소득을 얻으며 불편함이 없는 소비
활동을 함

37.9

37.7

24.4

3.12

5) 주거환경에 편안함을 느낌

53.3

33.3

13.4

3.43

6) 문화와 여가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음

35.1

35.0

29.9

3.02

7) 청정한 환경에 자부심을 갖음

65.0

26.5

8.5

3.67

8)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48.0

34.0

18.0

3.33

9) 소속감을 갖고 정책에 참여함

31.4

39.3

29.3

3.00

10) 재해 또는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지
낼 수 있는 환경임

35.7

35.2

29.1

3.05

11) 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임

33.2

41.9

24.9

3.06

12) 교통․인프라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임

41.2

40.6

18.2

3.25

행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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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의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
- ① 공공질서 및 안전(23.9%), ② 사회복지(16.4%), ③ 환경(15.4%), ④ 문화 및
관광(11.5%), ⑤ 교육(7.1%), ⑥ 행정(6.1%), ⑦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각
4.8%), ⑧ 보건(3.5%), ⑨ 산업/중소기업(3.1%), ⑩ 기타(1.6%), ⑪ 농림해양수산
(1.4%), ⑫ 과학기술(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민의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영향 요인(지표)
- ① 소득ㆍ소비(24.7%), ② 가족(13.5%), ③ 일(10.1%), ④ 의료ㆍ복지(9.3%), ⑤
문화ㆍ여가(8.9%), ⑥ 주거(8.2%), ⑦ 환경(8.1%), ⑧ 안전(6.9%), ⑨ 교육
(4.4%), ⑩ 공동체(2.5%), ⑪ 교통ㆍ인프라(2.4%), ⑫ 주민참여(1.0%) 등의 순으
로 나타남

종합 및 정책제언(시사점)
○

도민 중심 정책 추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행정 추진
- 제주도정 운영에 대한 인식의 경우 1/4분기 3.09점, 2/4분기 3.13점, 4/4분기
3.19점으로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2019년이 민
선7기의 본격적 추진 시점임을 감안할 때 도민 공감을 높이는 정책홍보와 도민 중심
정책 추진이 강화되어야 함
Ÿ

도정운영 인식과 관련하여 40대의 불만족이 21.5%로 가장 높으며, 연령별 맞춤
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출생지의 경우 제주 출생지 응답자 불만족 14.4% 보
다 타 지역 출생지 응답자 불만족이 22.9%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제주 이주
민을 포용하는 정책 추진과 홍보 강화 필요

- 제주인으로서의 삶의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만족한다는 의
견이 47.2%로 지속 확산을 위한 생활 행정 정책 발굴을 위해 도민 삶의 질과 직결
되는 정책 추진 시 도민 직접 참여, 도민 의견 수렴 등 도민 주도적 정책 발굴 강화
Ÿ

제주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불만족이 20.4%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소지역, 낙후지역에 대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강화 필요

○

청년과 함께 하는 지역 혁신성장 동력 강화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에 대한 인식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 미래 성장동력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정책 실현
이 필요하고 청년의 창업과 취업,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
한 제도적 지원 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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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1만명 창출과 관련하여 30대의 불만족이 25.9%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제주 청년의 연령 기준이 만 39세로 30대 청년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체감도가 현재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제주 해녀문화 계승발전
-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
하며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하여 전승된다는 점이 해녀문화 계승발전에 대
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됨

○

수산업 유통체계 혁신
- 수산업의 유통은 산지위판장에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국내에서 처
음으로 품질위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설립하였고 향후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품질 분석센터 조성 등을 통해 도내․외
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수산물에 의한 감염
병 예방 등을 철저히 해나감에 따라 수산업 유통체계 혁신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
으로 사료됨

○

행복지표 개발로 제주 도민 행복지수 강화
- 제주형 도민행복 지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복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도민 행복지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주형 도민행복 지표 개발이 필요
하며, 제주형 행복지표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Ÿ

행복지표는 구성은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주형 행복지표 개발
은 실제적으로 제주에 적용 가능한 지표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지표가 제주 도민
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현실성 높은 지표의 구성이 필요하고, 또한 도정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함

- 도민 행복지표 개발에 따라 지표 관리를 비롯하여 도민들의 행복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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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연구센터

2018년도 연구결과

●

설치․운영

중국연구센터 네트워크 구축
중국연구센터

사업개요
○

중국연구센터는 국내외 중국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중국 DB 구축 강화에 중
점을 두고 있음

○

이를 통해 급변하는 중국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중국 대응전략을 마
련함
- 중국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Ÿ

국내외 중국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인적교류 활성화

Ÿ

학술교류 및 국제세미나 개최

- 중국 DB 구축
Ÿ

JRI China Weekly

Ÿ

JRI China Info 발간

Ÿ

JRI China 知 발간

Ÿ

JRI China issue brief 브리프 발간

Ÿ

중국 자료 리서치

사업목적
○

중국 변화에 대응, 제주지역에서의 선도적인 전략방안 수립과 대중국 대응과제 도출

○

도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대중국 전략 소통의 장 마련

○

국내외 중국 연구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술교류 및 정보·인적교류 활성화

○

중국 최신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를 통한 중국연구 활성화와 대중국 대응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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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 발굴로 도민신뢰 제고

○

중국 정부정책 기조와 연계된 지역 핵심사업 발굴

추진실적
○

중국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중국 내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MOU 체결 1건
- 공동학술세미나·한중회의 개최 (13차례)

○

중국 DB 구축
- JRI China Weekly 발간 49건 발간
- JRI China Info 발간 3건 발간
- JRI China Issue Brief 발간 2건 발간
- JRI China知 발간 창간호 발간
- G-MEMO 5건 작성
- 중국 자료 리서치 4건 작성

사업성과
1) 중국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1) 중국 내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482

제주연구원-중국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MOU 체결
Ÿ

중국 산동성 사회과학원-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 MOU 체결

Ÿ

양 기관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방문학자 상호 파견 등 내용 협정

Ÿ

일 시 : 2018. 7. 26

Ÿ

장 소 : 중국 칭다오시 황해호텔

2018년도 연구결과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취이펑샹(崔凤祥)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장은 협약식에서
향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학술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며, 각 지
역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자 하였음
- 한편 2018 '제1회 한중 해양·문화 세미나'에서는 양 기관 전문가들이 각 지역의 경
제 현황, 해양산업, 해양경제, 공동협력방안 등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음
- 본 세미나를 통해 양 지역 해양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제주와 중국 지역
간의 연구협력 기반을 토대로 교류협력 강화와 해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산동 사회과학원 袁红英(위안홍잉) 부원장이 산동성 해양 관
련 산업의 제주 투자기회 확대, 해양목장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 협력, 산동성과 제주
의 SWOT 분석을 통한 양 지역 신흥산업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2) 공동학술세미나·한중회의 개최
○

2018년 중국 이슈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세미나 2018.01.30.
Ÿ

세미나 주제: 2018년 중국 이슈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Ÿ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30일 제주 호텔 더원

Ÿ

주최·주관 : 제주연구원 중국연구센터

- 중국 정부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녹색발전’, ‘사회 불평등 해소’,
‘혁신’, ‘경제 리밸런싱’ 등 키워드를 주목한바 있으며, 장비제조업, 첨단기술 제조
업, 국가전략 신흥산업의 성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세미나 중 발굴된 2018년 중국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제주의 시사점 및 연관성 등
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의 정책과 대중국 대응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기여를 높이고
자 함
- 한중간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의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양국간 다층화된 연계망은 첨예한 안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범퍼 기능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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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다 빠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복원력을 증대시킬 것임.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
로 한 상호간 국가·도시에 대한 장소매력을 제고시킴으로서 소비·문화·관광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한중 경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음
- 제주 주도의 한중 지방외교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주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주도의 한
중 지방정부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국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최근 한중 관계가 복원됨
에 따라 중국 관련 주요 이슈를 고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이 필요함
○

제주연구원-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학술교류 회의 2018.05.15
Ÿ

세미나 주제: 제주연구원-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학술교류세미나

Ÿ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15일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Ÿ

주최·주관 :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제주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에 의거해 해남성과 중앙정부 관계, 경제특구 및 자유무역항 조
성에 따른 행정체계 및 관광, 의료,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
하였음
Ÿ

세부적인 주제로써, 행정체계, 생태환경(스마트 아일랜드), 쇼핑(면세점 등), 신재
생에너지, 도시계획, 주민 복지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계적 연구를
제의하였음

- 중국은 해양정책와 관련하여 최근 시진핑 집권이후 해양 강성전략을 펼치고 있음
Ÿ

해남의 경우 해양어업(원양어업, 가공 등), 해양관광업(크루즈 등), 해양교통운수
업(물류 등), 원유업(해양원유 탐사, 가공 등) 4대 산업을 추진하고 있음

Ÿ

일대일로’ 정책과 ‘남색경제’ 정책을 통하여 해양강국을 이루기 위한 중국의 노력
은 이러한 일련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음

- 제주는 지리적으로 위에서 해상실크로드의 선상에 있는 해양경제 혁신발전시범구들
과 인접하여 있고, 국내법적으로는 국제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주도
가 가진 지리/인문적 특성을 살려 중국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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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양지역의 대표 싱크탱크로써 제주-해남, 나아가 한국-중국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정기 학술교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제주-중국 관광교류협력 강화 방안 2018.05.24
Ÿ

세미나 주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제주-중국 관광교류협력 강화 방안

Ÿ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24일 제주연구원

Ÿ

주최·주관 : 제주연구원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과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문화창의산업연구센터(센터장 王
慧敏: 왕후이민)은 5월 24일,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제주-중국 관광교류협력 강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첫 번째 발표는 제주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이 '제주 근대역사문화자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주 근현대역사문화자원의 대표적인 건물 및 시설을 소개하였음
- 두 번째 발표는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문화창의산업연구센터 왕후이민(王慧敏) 센
터장이 '상하이 문화창의산업 발전현황 및 중점'을 주제로 상하이시 문화창의산업단
지의 배경, 발전과정, 정부정책 지원현황, 발전현황 및 중점 추진 분야를 소개하였음
- 이후 于秋阳(위치우양,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 曹祎遐(차오이샤, 상하이사회과
학원 연구원), 강창민(제주연구원 연구실장), 신동일(제주연구원 관광사회문화부장),
정지형(제주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제주지역 전통문화
자원의 활용사례와 상하이 문화창의산업단지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정부 차원, 민
간차원 등 중국 개혁과정 중 상하이시의 선도적인 지위와 향후 양 지역 간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음
- 본 세미나를 통해 양 기관은 향후 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관광 협력 외, 해양산업, 해
양경제도시, 해양관광 등 교류 분야를 확대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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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중국연구센터-상하이사회과학원 창의산업연구센터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2018.06.12
Ÿ

세미나 주제: 제주연구원 중국연구센터-상하이사회과학원 창의산업연구센터 국제
학술교류

Ÿ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12일 상하이사회과학원

Ÿ

주최·주관 : 상하이사회과학원 창의산업연구센터

-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중국 개혁 및 개방의 선도적인 싱크탱크이며, 중국의 해
양경제 발전규획,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 등 중대한 개혁에 참여하고 있음
Ÿ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창의산업연구센터, 한국문화원 상하이 대표처, 제주도 관
광국 상하이 대표처 등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 이미지 제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
석하였음

Ÿ

본 회의에서 제주와 중국 관광산업 관련 공동협력 및 공동연구가 부족함을 검토하
였으며,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교류를 촉진하고자 함

-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창의산업연구센터 왕후이민 센터장에 따르면, 관광산업 성장
단계 중 첫 단계는 자원주도형 성장모델이며, 즉 관광자원(자연자원, 문화자원) 중심
으로 성장하는 모텔이며, 제주도는 현재 자연자원 중심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
고 있음
Ÿ

위치오양 및 차오이샤 연구원은 중국과 제주도의 저가관광단 단속, 관광실무적인
공동협력, 학술 공동연구를 통해 관광산업 고품질 상정을 촉진하고자 함

Ÿ

왕싱취안 부주임은 상하이사회과학원과 기타 연구기관 공동연구 사례를 소개하였
으며, 제주연구원과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이 간 협력 구상을 언급하였음

Ÿ

한국문화원 상하이대표처 및 제주관광국 상하이대표처 대표들은 중국 현지 관광
마케팅, 문화마케팅 등 실무적인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향후 이론연구 및 실무실
천 간 융합을 통해 더욱 고품질, 고효율적인 관광시장 성장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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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제1회 한중 해양-문화 학술 세미나 2018.07.26
Ÿ

세미나 주제: 제1회 한중 해양-문화 학술 세미나

Ÿ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26일 중국 칭다오(황해호텔)

Ÿ

주최·주관 : 제주연구원, 중국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 산동성은 근해양식에 유리한 여건 등으로 미역, 전복, 해삼 등의 생산량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음
- 산동성은 2005년부터 수산자원 복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인공어초는 1,500
만㎡ 가량 설치됨
- 산동성은 향후 투초형(인공어초) 해양목장, 관광낚시형 해양목장, 저파형(저서패류와
해조류 증식) 해양목장, 전원형 해양목장을 중심으로 과학적 양식을 추진하는 것임
- 해양강성 발전방안’은 향후 5년, 길게는 17년의 장기 프로젝트로써 이미 구체적 목
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와 정책적 지원 방안까지 공표되어 중앙과 산동성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한편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은 구체적 목표제시와 함께 선도구역 육성, 베이
(Bay) 경제 견인, 도서연계 발전, 반도(半島) 기능 강화,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공간
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후 김동전(제주연구원장), 崔风祥 (취이펑샹) 원장 등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으
며, 본 세미나를 통해 한·중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해양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제주와 중국 지역 간의 연구협력 기반을 토대로 교류협력 강화와 해
양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음
- 특히 산동 사회과학원 袁红英(위안홍잉) 부원장이 참석하여, 산동성 해양관련 산업
의 제주 투자기회 확대, 해양목장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 협력, 산동성과 제주의
SWOT 분석을 통한 양 지역 신흥산업의 협력방안에 대해 제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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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 전략연구원 정기 학술교류 세미나 2018.09.13
Ÿ

세미나 주제: 제주연구원-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 정기 학술교
류세미나

Ÿ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13일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

Ÿ

주최·주관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 제주연구원,

-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 전략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국가급 싱크탱크로써 당 중
앙의 대외정책방침에 따라 대외관계와 국제관계 등 영역의 이론과 현안을 핵심 연구
과제로 삼고 있음
- 제주의 경우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관계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해남성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함
Ÿ

해남성의 경제발전은 중국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해남도의 자유
무역항 건설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처음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음

Ÿ

자유무역항이 건설되면 기존 해남성의 경제특구와 자유무역구보다 더욱 개방도가
높은 지역이 될 것임

- 특히 해남 자유무역항은 지방 입법화를 중국내 최초로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관리체제와 경험을 전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양기관의 공동세미나 개최 시 '남북'을 주제로 세미가 진행이 필요함
Ÿ

아태 글로벌 연구원에서도 북한 관련 학자가 다수 있으며, 최근 남북 관계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상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음

Ÿ

특히 이와 같은 주제는 한중 상호 관심사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태연
구소 외 중국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아태 글로벌 전략 연구원의 경우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 개방, 주변국과의 국제관계,
특히 한반도 문제가 핵심영역인 기관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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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포럼 (하이난 하이커우) 2018.10.26
Ÿ

세미나 주제: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포럼

Ÿ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6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Ÿ

주최·주관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중국(해남)자유무역시험지역(자유무역항)자문위원회, 관련 연구기관, 대학교, 상하이,
광둥, 톈진 등 자유무역시험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지역의 학자와 기
업가들은 이번 포럼에 참석하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Ÿ

중국(해남)발전개혁연구원장 츠푸린(迟福林)은 해남의 경영환경 개선, 관광, 쇼핑,
건강의료, 문화오락, 교육, 항운 등 시장 활성화를 추진 위해 선도적으로 자유무
역정책의 출범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하였음

-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金东栓)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배경 및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게다가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에 대한 8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Ÿ

지속 가능한 해남 발전 구상이 중요함

Ÿ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 지원기구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담기관이 필요함

Ÿ

지방 장관인 해남 성장에게 조례, 특례 등을 통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함

Ÿ

해남 자치권 확대를 위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Ÿ

외국 자본 유치 시 자본 검증을 통해 해남 발전에 부합하는 자본 유치 권장

Ÿ

자유무역항 건설 이익이 해남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
어야 하며,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 문제, 하이난 주민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취
업 보장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Ÿ

난개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거, 부동산, 교통, 쓰레기, 물(식수) 문제, 관광객
체류인구를 감안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Ÿ

성공적인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해서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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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4차 중국개혁국제 세미나 (하이난 하이커우) 2018.10.27
Ÿ

세미나 주제: 제 84차 중국개혁국제 세미나

Ÿ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7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Ÿ

주최·주관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 이번 국제세미나는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독일국제협
력기구, 제주연구원 등 기관들이 공동 주최한 것이며, 중국 국가 관계 부처 및 국내
외 연구기관, 29개 지방성, 시, 자치구 개혁정책연구기관, 기업가 대표, 12개국과 2
개 국제기구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음
- 제주연구원장 김동전(金东栓)은 공동주최기관 대표로 이번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였으
며, 세미나 VIP좌담회에 참석하고 해남성 정부 부성장 선단양(沈丹阳) 등 요원들이
함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현황, 강화방향, 그리고 정부, 민간 등의 교류 확대 관련
구상을 논의하였음
- 중국은행 총재 류롄거(刘连舸)， 중국 건설은행 부총재 황이(黄毅) 등 금융전문가들
은 중국 금융체제 개혁, 시장 리스크 커버, 해남자유무역항의 금융발전 등 시각으로
중국개혁과 해남의 자유무역항 건설의 방향 및 기회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시장 자유화, 금융 법치 강화, 정부역할 규범화, 정부의 과도개입 최소화 등을 강조
하였음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 장쥔쿼(张军扩)는 중국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정
부 고층의 기능 및 민간역항을 활용하여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 선도적인 창업
혁신을 촉진, 개혁 관련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장 츠푸린(迟福林)은 강연에서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개혁
개방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국가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중
국의 '제2차 혁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중국은 40년 동안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순을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번 세미나는 과거 중국의 개혁과정을 성찰하고 다음 단계의 중국 개혁
돌파구를 모색을 위해 국제적인 교류협력이 더욱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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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경제협력과 동북진흥 세미나 2018.10.28
Ÿ

세미나 주제: 동북아 경제협력과 동북진흥 세미나

Ÿ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8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Ÿ

주최·주관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 동북아 경제협력과 동북진흥세미나는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동북대학교, 중국
동북진흥연구원 등 기관은 공동 주최한 것임
- 본 세미나는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동북아 경제협력, 중국 동북지역 경영환경
개선 등 주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원장 츠푸린(迟福林)은 한반도 정세가 개선된 배경하에
동북진흥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필요함
- 한반도 정세 완화에 따른 동북지역경제 진흥 관련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진흥 간의 융합방안과 추진 메커니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제주연구원장 김동전(金东栓)은 한국과 중국의 각각 시각에서 동북아협력 관계
의 구축이 모두 필요하다고 함
- 한국의 '한반도신경제구상(신북방정책)과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중국의 '일대일로
와 동북진흥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구상' 등은 동북아공동
체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 동북지역은 한중협력이 매우 편리한 지역임
- 제주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정지형(郑智馨)은 "동북아 지역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광크루즈분야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정지형센터장은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다롄에서만 크루즈(유람선)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한반도 남북관계 완화하고 있어, 다롄, 북한, 한국 등 지역은 관광크루즈분야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랴오닝 다롄-한국 제주도-북한 남포 등 3개 지역
간의 경제협력체계를 조성할 수 있음
- 이런 바탕으로 한국, 북한, 중국 등 3개 국가 간 협력심화를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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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DB 구축
○

JRI China Weekly 발간 49건 발간
- 제92호(2018. 1. 5) - 제140호(2018. 12. 14) 총 49회 발간

○

JRI China Info 발간
- 중국 신(新)소비시장 현황 및 전망
Ÿ

중국 소비패턴 현황 파악

Ÿ

중국 신세대 소비 트렌드 파악 및 현황 소개

- 중국 디지털경제 현황
Ÿ

중국 디지털 경제발전 과정

Ÿ

디지털 경제 성장 현황

- 중국 전기자동차산업 발전현황

○

Ÿ

중국 전기자동차 관련 주요 정책 소개

Ÿ

중국 전기자동차산업 발전현황 파악

JRI China Issue Brief 발간
- 중국 크루즈산업 발전 동향 및 시사점
Ÿ

중국 주요 크루즈 항구 현황 및 크루즈 상품, 제주와의 시사점 도출

- 중국 블록체인 산업 현황과 시사점
Ÿ
○

중국 블록체인산업의 현황 파악과 제주와의 시사점 도출

JRI China知 발간
- China知 발간을 통해 도민사외에 중국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제주와 중국
지역 간 교류 시행 현황을 소개
- China知 Forum 운영을 통해 중국 주요 정부정책에 대해 제주와의 연계성을 고찰
하고 도민사회에 중국을 바로 알림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

중국 자료 리서치
- 산동성 해양강성 건설 행동방안(요약) 번역
- 중국(하이난)자유무역실험구 건설 방안 통지 번역
- 하이난성 주요 산업 정책 요점 작성
Ÿ

하이난성 관광, 전기차, 블록체인, 농업 등 다분야의 정책파악 및 현황 소개

Ÿ

2019 제주-하이난 포럼 개최 관련 기초자료 마련

-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경축회의 시진핑 연설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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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단 개요

정책사업단 개요

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센터

제주학연구센터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운영하는 센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제주
특별자치도가 지정․고시하여 운영하는 전문기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를 위하여 제주특별
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
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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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연구센터

2018 사업추진 실적

●

설치․운영

고
령
사
회
연
구
센
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운영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및 지역사회 조성과 제주지역 노인 정책 개발의 중추적
역할, 제주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주형 고령친
화도시 모델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위해 「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 운영

운영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
국 노인장수복지과) 제26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연구 개발

○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WHO GNAFCC)에 공식 가입함에 따라,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시 및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8대 과제영역에 대한 정책사업 개발
운영
-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가 조성된 도시를 말함(조례규정)
- (사례)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
원함으로써 제주고령사회정책의 시의성, 타당성, 효과성 제고

○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고령사회 대응전략 수립, 제주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 연구조사 수행 및 자료 공유

○

제주노인과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고령친화제주의 실행계획 수
립과 고령친화 영향평가 수행
- ‘고령친화영향평가’란 도 행정기관 등에서 정책 수립시행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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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정)
○

제주장수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장수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전문가 교
류 활성화를 통해 널리 전파함
- 미국 버지니아텍 주립대학교와 MOU 체결, 2013년

센터 주요 업무
업무기능

연구사업

업무명

업무원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5년 간격)1)

조례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조례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조례

고령사회 대응 세대공감 프로젝트

조례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노인장수복지과와 협의

WHO 고령친화도시 국내외 네트워크2) 구축

조례

어르신정책모니터링 사업

조례

제주고령사회포럼(연 4회)

조례의 업무 지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조례의 업무 지원

‘고령친화제주’ 홈페이지 관리 운영

조례

센터 사업비 지출 관리

조례의 업무 지원

사업별 지원 업무

조례의 업무 지원

사업운영

행정사무

1) 2017년, 제1차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제출. 2022년 제2차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예정
2)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회원도시로 가입인증을 받음. 37개국 500여개 도시가 회원도
시로 가입되어 있고, 국내에는 서울특별시, 전북 정읍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다음으로 5번째 가입
함(도 단위로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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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제주지역 노인복지시설 분포 및 접근성 분석
- 연구기간 : 2018. 1. 2. ~ 3. 31.
- 목적
Ÿ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시(동부)와 농어촌(읍면부)으로 나누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접근성을 분석해보고, 지역 간의 차이를 도출

Ÿ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제시

- 연구방법
Ÿ

문헌조사,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Ÿ

노인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 관련시설의 지리정보 구축 및 GIS 분석

- 기대효과

○

Ÿ

제주지역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및 접근성 파악

Ÿ

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생성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연구기간 : 2018. 2. 9. ~ 12. 31.
- 목적
Ÿ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령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지 건강상
태,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Ÿ

설문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어 제주지역의 노인실태 현황과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제주의 중고령자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과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방법
Ÿ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양적연구방법을 위한 설문조사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등

- 기대효과
Ÿ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정 정책 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동
시에 제주지역의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개발과 삶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함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설치운영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 2. 9. ~ 12. 31.
- 목적
Ÿ

제주지역의 인구구조와 고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경제·산업의
변화 파악

Ÿ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및 공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

Ÿ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기능 및 공간에 대한 전략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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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Ÿ

문헌조사, 사례조사·분석, 수요조사

- 기대효과

○

Ÿ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령사회 각종 정보와 기술의 거점 구축

Ÿ

세대 간 이해와 통합의 긍정적 사회상 및 지역 이미지 제고

Ÿ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 증가로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계기 제공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구기간 : 2018. 2. 9. ~ 12. 31.
- 목적
Ÿ

제주지역의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상호 이해 및 상호관계 증진

Ÿ

고령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현가능한 세대 간의 소통방법과 기
회 등 다양한 사례 소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Ÿ

노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능력 발휘를 통해서 세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세대통합 방안 제안

- 연구방법
Ÿ

문헌조사, 사례분석, 전문가자문, 초점집단인터뷰(FGI)

- 기대효과

○

Ÿ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 인식 변화

Ÿ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

Ÿ

세대 간 교류 활동의 지속성

2018년도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사업기간 : 2018. 2. 8. ~ 12. 31.
- 목적
Ÿ

제주지역의 어르신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당사자 의견수렴

Ÿ

제주 고령친화도 제고노력을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Ÿ

제주도의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써의 활동 및 홍보

- 연구방법
Ÿ

모니터링

- 기대효과
Ÿ

고령친화도시의 주요 대상인 노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 마련

Ÿ

정책 대상이 정책개발 및 시행의 주체로 참여하여 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유
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음

○

2018년도 제주고령사회 포럼
- 사업기간 : 2018. 2. 8. ~ 12. 3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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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 내외 인구고령화 및 노인복지의 다양한 분야(소득, 건강, 보건의료, 고용 및 일
자리, 주거, 여가, 문화, 인권 등)의 전문가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자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가져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정해 나갈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일정
Ÿ

2018. 4. 12 제 1회 제주고령사회포럼: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활
력적 삶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기홍 박사)

Ÿ

2018. 6. 14 제 2회 제주고령사회포럼: 제주지역의 치매노인 현황과 향후 대응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박준형 센터장)

Ÿ

2018. 8. 30 제 3회 제주고령사회포럼: 노인장기요양과 돌봄의 사회화 구축 방
안 모색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

Ÿ

2018. 10. 26 제 4회 제주고령사회포럼: 고령사회 연금개혁의 과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

- 기대효과
Ÿ

고령친화도시의 주요 대상인 노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 마련

Ÿ

정책 대상이 정책개발 및 시행의 주체로 참여하여 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유
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음

○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사업기간 : 2018. 2. 9. ~ 12. 31.
- 목적
Ÿ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유지를 위해 제
주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세계의 연구 전문가 및 행
정가와의 교류를 통해 관련 고령친화도시 연구동향과 정책 변화들을 파악하는 일
이 중요함.

Ÿ

고령사회연구센터는 고령친화도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세계 고령친화
도시 관련 전문가(고령친화제품, 노인병학, 주거환경 등) 그리고 노인복지기관(단
체) 관계자 등이 제14차 국제노년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eing)
총회에 참여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고령사회(혹은 초고령사회) 대응 관련 다
양한 연구조사 및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고자 함.

Ÿ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제16차 국제노년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eing, 이하 IFA) 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류 활동이 중시됨.

- 사업일정
Ÿ

2018. 8. 7.~ 8. 14. 제14차 국제노년협회(IFA)총회 참석 및 노인복지 관련 기
관 네트워크 구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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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Ÿ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수행결과 및 정책활동 홍보

Ÿ

국내외 연구자 및 공무원 등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공유하여 제주지역에의 시사점 도출

○

기타
- 제주연구원-Virginia Tech & State University MOU 체결 일환 공동 과제 발굴
- 「고령친화제주(www.afcjeju.com)」 홈페이지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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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인복지시설 분포 및
접근성 분석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인 각종 노인문제와 동시에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꾸
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노년기 생활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제주지역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분포 및 규모면에서 지역간 격차가 있어 이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이용이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제주에의 시사점을 도출
-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시(동부)와 농어촌(읍면부)으로 나누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현
황 및 접근성을 분석해보고, 지역 간의 차이를 도출
-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제시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연구방법
- 문헌조사,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노인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 관련시설의 지리정보 구축 및 GIS 분석

○

기대효과
- 제주지역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및 접근성 파악
- 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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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연구결과
○

제주지역 노인복지시설 설치 현황
- 제주지역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총 567개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노
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인구 수 대비 설치 시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수의 비율이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주거복지시설 2개소, 의료복지시설 64개소, 여가복지시설 456개소, 재가노인복
지시설 43개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개소임

Ÿ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주거복지시설의 수용 인원 비율은 0.1%로,
전국 0.29%에 못 미치는 수준임

Ÿ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Ÿ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용비율은 전국 2.4%인 반면, 제주는 3.9%로 높은 수준임

Ÿ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당 2개소, 경로당 427개소, 노인교실 27개소로 총
456개소이나 전국 0.95%, 제주지역 0.51%를 비교하면 현격히 차이가 남

- 실제로 『2014년 노인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노인들의 사회·여가·문화 활
동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나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이 약 70%로, 많은
수의 노인이 현재의 여가문화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경로당 시설의 도내 분포를 살펴보면 시가화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자 수 및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그림 1> 도내 행정구역별 경로당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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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설치 현황에 따른 시사점
-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기로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시기를 보다 의미
있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직접적인 삶의 질 고취가 가능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효율이 높은 서비스의 종류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고취하고 자아실현 및 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노인복지시설 접근성 분석
- 노인복지시설의 밀집도는 이용자 수와 시설의 입지에 영향을 받고 있어, 밀집도가
높을수록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의 이용자가 높다는 의미를 반영함
- 경로당 이용자수에 대한 밀집도에 관한 <그림 2>를 살펴보면, 동지역은 이용자수가
읍면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시설에 대한 밀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제주시 한경면, 구좌읍,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지역은 시설수에 비해
밀집도가 낮음
<그림 2> 도내 경로당 이용자수에 대한 밀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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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시사점
- 이용자수에 대한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Hot-Spot으로 설정함
Ÿ

Hot-Spot지역은 제주시 동지역, 한림읍, 서귀포시 동지역, 성산읍으로 4개의 지
역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경로당은 종합적인 여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기능은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임
- 현재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수와 시설에 대한 Hot-Spot 지역과 노인복지관 및 종합
사회복지관이 설치된 지역을 비교하면, 실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시
설이 부족하고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임
- 실제 Hot-Spot 지역 제주시 동지역, 한림읍, 서귀포 동지역, 성산읍은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이 각 1개소 이상은 설치되어 있음
- 서귀포시 대정읍은 시설수에 비하여 이용자의 수가 많으나 실제 종합적인 성격의 시
설은 1개소도 없어 노인여가복지시설로부터 소외되어 있음
<그림 3> 도내 경로당 Hot-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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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제언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설치 및 수용인원 수가 다소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
인복지관)의 지역별 분포와 해당 지역 노인들의 접근성을 분석하였음
Ÿ

단, 노인복지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
으나 읍면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바,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간주하여
본 연구 분석에 포함하였음

- 분석결과, 경로당은 각 마을 및 군락별로 설치되어 있어 분석상의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로당은 기관의 성격 상 교육이나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보호나 교류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 엄격한 수준의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음
- 1경로당 1강사 등의 프로그램이나 바우처 제도를 통해 경로당 간 서비스 제공 수준
격차를 줄이고, 비교적 여가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읍면지역의 경로당에 보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제공 프로그램의 종류에 제한이 있어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관의 확충이 시급함
- 읍면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셔틀버스나 이동 도우미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이들의 복
지관 이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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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노인인구는 93,364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넘었으며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은 제주 노인 인구의 급
속한 증가를 견인 중임. 여기에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인세대 편
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주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
지하고 이미 노인 세대 편입이 시작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하여 제주의 예비 노인으로 간주되는 중고령
자(만 50세~만65세)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학력이나 자산규모, 거주지
및 자녀 동거희망률 등(보건복지부, 2018) 현재 노인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짐
- 노년기의 건강과 삶은 중년기의 삶의 모습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년기와
노년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지갑성, 2015: 6-7)하며, 특히 중년
기의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박윤희, 2017: 330-331)
이 확산됨에 따라, 중고령자1)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령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지 건강상태,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1)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15.4.2.),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제정2017.8.9.)등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 제정된 조례에 명시된 장년층은 대략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만50세∼만64세의 연령층을 중고령자로 지
칭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정함.
512

2018 사업추진 실적

-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의 노인실태현황과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는 향후 제
주의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결과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정 정책 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
이며 제주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조사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령자(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600명
- 조사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양적연구방법을 위한 설문조사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등
- 조사내용 : 인구학적 특성,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상태, 경제 상태 및 경제활동, 여
가 및 교육, 사회참여, 노후설계 및 준비현황, 안전 및 주거환경 등 총 7개 영역
- 분석방법 : spss 24.0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

연구결과요약
○

연구결과
- 제주 중고령자가 가장 의지하고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이었고, 형제자매와 친인척보다 직장동료 혹은 친구
에게 더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주 중고령자가 평소 가깝게
연락하고 왕래하는 사람이 가족 이나 친인척보다 동료 혹은 이웃의 비중이 커졌음
을 보여주는 결과임.
- 제주 중고령자 10명중 3명 이상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고 이들 중
36.4%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모님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
람은 50.4%로 절반이 넘었고, 이들 가운데 20%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비동거 부모님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5명 중 1명에 이르며, 돌봄 횟수도
주 1~3회가 35.3%, 거의 매일은 12.9%로 나타남. 반면에 자신이 노후에 돌봄이
필요할 때 가장 받고 싶은 대상자로 배우자를 31.3%선택하였고, 아들/며느리
(2.7%)나 딸/사위(2.0%) 등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았음.
- 제주 중고령자의 경우 노후 돌봄을 받고 싶은 대상자로 가족(배우자+자녀, 36.0%)
보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병원 등 시설보호(63.5%)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음.
-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약 70% 정도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10명 중 6명 이상은 주 1회 이상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음.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36.3%는 고혈압, 당뇨병, 디스크, 고지혈증,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513

고
령
사
회
연
구
센
터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Ÿ

만성질환 가운데 여성은 관절염, 남성은 당뇨병 유병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취약한 만성질환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

- (재)취업이나 창업관련을 위해서 창업정보 제공이나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나 재취업 프로그램, 일자리 엑스포 등의 프로그램을 희망하였음.
- 구직활동의 방법으로 정부 혹은 기업에서 정책적으로 고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보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 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제주 중고령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노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으
며, 전일제(30.9%)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근무조건을 더 희망하였음.
Ÿ

향후 제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경우 현재 중고령자의 생활양식과
선호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자녀교육이나 결혼비용부담이 현재 중고령자가 경제적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었음. 성인자녀에게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져, 중고령자들은 자녀부양을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여전히 지고 살아가
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운전자가 될수록 시력저하나 반응속도저하, 길 찾기 등에 점점 더 어려움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위한 주기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

Ÿ

자발적인 면허증 반납제도나 고령운전자 차량스티커 배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
처 교육 강화 등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도입이 시급함.

- 노후에 돌봄 제공자나 치료자의 도움이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10명 중 8
명은 자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음.
Ÿ

누군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된다면 자녀의 집 근처 혹은 자녀와의
동거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음.

Ÿ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온다면 노인요양병원, 양로시설, 노
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음.

○

정책제언
- 중고령자(예비노인)는 현재 노인세대와는 학력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확인되
었음.
Ÿ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노인의 약 25%정도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제주 중고령자의 경우 10명중 8명 이상이 고졸이상의 학력
을 가짐.

Ÿ

향후 노인세대의 평균적 학력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게 제
공되는 사회서비스는 공급자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획에서부터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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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학력수준은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나 경제적 노후대비와 같은 노후 경제 상태에 영
향요인으로 나타나, 노인빈곤층 위험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려해야 할 변수임.

Ÿ

노인복지정책 개발과 실행 전 과정에 필요시 수혜당사자가 평가와 모니터링에 참
여하는 비중을 늘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Ÿ

현재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의 역할과 활동범위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중고령자(예비노인)는 현재 노인세대와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변
화가 확인되었음.
Ÿ

현재 중고령자의 상당수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며,
부모에 대한 돌봄 및 경제적 지원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Ÿ

자신은 부모를 부양하고 돌봄을 책임지고 있으나 자신의 노후를 돌봐줄 대상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혹은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 중고령자
(44.5%)의 경우 여성(17.5%)보다 배우자에 대한 돌봄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조
사되었음.

Ÿ

이에 향후 제주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여성배우자의 돌봄 역할은 신체적, 정신적으
로 매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우자 수발자가 필요시 보조서비스를 신
청할 수 있도록 노인부부세대의 노노케어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중고령자(예비노인)는 현재 노인세대와는 가구유형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확인되
었음.
Ÿ

현재 제주 중고령자의 절반정도는 부모 혹은 자녀와 동거하는 2세대 가구이며, 부
부세대가 29.8%, 1인 가구는 10.2%임. 현재 노인의 경우 노인부부세대가 절반
(45.7%)에 가깝고, 자녀 동거 2세대 가구는 23.7%, 1인 독거가구는 23.6%임.

Ÿ

향후 예비노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세대와 독거노인 세대의 비중이 증
가할 것으로 보임.

Ÿ

노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대해 공공의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
지가 정책에 시의 적절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장의 적극적 의지
가 뒤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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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설치운영 기초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사회 및 정부의 관심이 고조
Ÿ

다양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와 정부의 관심 증대

Ÿ

2005년 복지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접근법으로써 고령친화산업법, 저출산
고령사회진흥법이 제정되고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립이 추진

- 제주지역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음

○

Ÿ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대통합의 장이 필요

Ÿ

제주지역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경제·산업의 변화를 인식과 대응

연구의 목적
- 제주지역의 인구구조와 고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경제·산업의 변
화 파악
-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및 공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
-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기능 및 공간에 대한 전략 탐색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국내외 사례조사·분석
- 제주지역 고령자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수요조사
- 고령친화체험관 설치 기본방향 및 단계별 구축 로드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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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조사, 사례조사·분석, 수요조사

연구결과
○

고령친화산업 현황

○

국내외 사례 조사
- 국내에 설치된 주요한 4개(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의
고령친화체험관 사례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국내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및 지원센터 현황
체험관

성남고령친화
종합체험관

광주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

대구시니어
체험관

부산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

지역

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

규모

5,726㎡
지상2층

5,062㎡
지하2층
지상3층

4,950㎡
지하1층
대구광역시
지상5~7층
(임대)

부산광역시

-

이용객 수

특성 및 시사점

10만여명

◦종합체험관 구축 사업으로 설립
◦을지대학교가 운영하여 의료가 접목된
전문적인 운영 및 서비스 가능
◦수도권에 인접하여 기업유치, 전시 및 홍
보에 유리
◦지역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

5만여명

◦종합체험관 구축 사업으로 설립
◦빛고을건강타운, 운동시설, 병원등이 클
러스터 되어 이용객의 다각화된 이용을
확보
◦전시체험관의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적
은 관리 인력으로 운영가능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
◦R&D사업과 공모사업을 운영함

5만5천
여명

◦종합체험관 구축 사업으로 설립
◦대구보건대학이 운영하며 의료가 특화됨
◦설립시 빠른 개관을 위해 건물 임대를
하였으나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커 신축
할 예정임
◦R&D사업과 공모사업을 운영함

-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센터 설립
◦2005년 지원센터 설치, 2007년 해피시
니어를 민간건물 임대로 설치 후 2008
년 부산경륜공단의 금정체육공원을 일부
인대하여 운영
◦교육프로그램, 쇼핑몰 운영하였으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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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의 노인 정책 관련 정부 및 기관의 선진 사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Ÿ

University of Ryerson 대학교의 평생교육 Chang School이 제공하는 다양한
Senior programs(다양한 전공 영역, 특히 연극 및 예술 분야) 운영에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음

Ÿ

시 정부는 2013년도 “The Toronto Seniors Strategy” 수립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특히 시정부 시장이 적극적 관심을 가져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음

Ÿ

단일화된 노인 시설의 설치가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같은 멀티플렉스 같은 공간으
로 세대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Ÿ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인복지관, 공공기관(경로당광역지원센터, 평생교육진흥
원), 대학의 평생교육원, 민간의 사회교육원 등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음

Ÿ

제주지역에서도 창스쿨과 같이 일부 프로그램들에 대해 노인들이 직접 비용을 지
출하더라고 수강하고 싶은 특화 프로그램(특히 연극)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Ÿ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도지사의 적극적 정책 의지가 중요하고, 동
시에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느냐가 중요함.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
과정에는 캐나다 토론토 시 정부의 담당 국장처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정책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요조사
- 수요조사 개요
Ÿ

조사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내

Ÿ

조사대상자 : 65세 이상 고령자시설 이용자 200명

Ÿ

조사기간 : 2018년 10월 19일 ~10월 29일 (11일)

- 수요조사 대상자의 지역분포는 제주시 동지역 33.7%, 제주시 읍면지역 12.0%, 서
귀포시 동지역 35.4%, 서귀포시 읍면지역 18.9%임
- 여가활동 순위는 댄스체조 20.0%, 음악활동 1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여가활동을 하는 날은 주 4회 이상이 64.1%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지도는 39.1%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제주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립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자는 91.5%임
-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노인생애체험관 46.2%,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22.6% 순으로 나타남
- 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문항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근처 62.5%, 교통이
편리한 곳 17.5%로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 및 교통 접근성을 중요시하
게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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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기본방향
- 이용대상 설정
Ÿ

메인타켓 : 65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 기초체력 및 두뇌활동의
저하로 다양한 고령친화체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습득 및 체험이 필요하며 처음방
문은 체험관을 주로 이용할 것이며 다수방문하게 되면 다양한 건강관련시설을 이
용할 것으로 판단됨

Ÿ

서브타켓(기관 및 단체) : 기관이나 단체로 노인복지 관련단체 또는 관심이 있는
기관은 고령친화체험관과의 방문 후 체험 및 협약을 하고자 하며 향후 관련단체와
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도 필요

Ÿ

서브타켓(일반인) : 일반인 또는 관광객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일반인이 고령친화
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방문 및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또한 실내관광 및 체험을 위해 방문할 수 있음

<표 2> 이용대상 설정
구분

체험

이용

비고

주이용시간대

○

메인이용

평일 또는 주말

56세 이상 노인

○

기관이나 단체

○

서브이용

평일

일반인 또는 관광객

○

서브이용

주말

고령친화체험관 위치·시설 및 프로그램 구성 방안
- 위치 계획
Ÿ

고령친화체험관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고령친화체험관이기에 제주도 전역 어디서
나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이어야 함

Ÿ

노인들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도 많이 이용하기에 주자수요가 많이
필요하리라 예상됨에 따라 많은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한 지역

Ÿ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보면 관련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어 노인이 오전에
한번 방문하면 저녁때까지 다양한 관련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
이고 있음. 따라서 제주고령화체험관 또한 향후 관련시설이 집적할 수 있는 경우
를 가정하여 위치 선정이 필요

- 배치 계획
Ÿ

일반방문자 및 시설을 체험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해 1층에 전시체험, 생애체험,
치매체험 등 체험관련 시설 배치

Ÿ

2층에는 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대상자가 방문하는 곳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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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 건강검진, 맞춤형 운동 처방, 운동교실, 건강강좌 등 다양한 시설
배치
Ÿ

3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및 관련기관 및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 배치

Ÿ

야외에는 실제 실외에서 체험할 있는 보도/보행체험, 경사로체험, 정류장체험, 횡
단보도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배치

- 단계별 구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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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

연차목표

주요내용

1차년도

준비단계

2차년도

체험관 구축 기반조성

3차년도

개관 및 운영

◦기반시설 구축, 핵심기능별 프로그램 확정 및
후속프로그램개발

4차년도

시설확장 및 운영정상화

◦기반시설 확장, 기능별상시프로그램 정상가동
및 관련단체 입주

◦위치선정
◦도입시설 및 품목 결정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실시설계, 상세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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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Ÿ

2017년 한국사회와 제주지역은 모두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aged society)에 돌입함.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4세대 이상이
공존하는 다세대(多世帶) 사회가 등장했지만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노인가구가 증
가하면서 세대 간의 접촉 기회 감소함. 압축적 고령화와 압축적 경제발전으로 세
대 간 경험과 의식의 차이가 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하여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

○

연구목적
- 제주지역의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상호 이해 및 상호관계 증진
- 고령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현가능한 세대 간의 소통방법과 기회
등 다양한 사례 소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노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능력 발휘를 통해서 세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세대통합 방안 제안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국내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사례 분석
- 제주지역의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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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문헌조사, 사례분석, 전문가자문, 초점집단인터뷰(FGI)

연구결과
○

세대통합과 세대통합교육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세대통합’을 주요 과제로
직시함
- 세대통합이란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의 사회구성원 지위를 인정하고, 선의의 공동목
표를 설정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세대가 조화롭게 조직되어 있는 상태
를 말함.
- 세대통합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지
역의 세대통합 프로젝트를 활성화함.

○

국내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현황 분석
- 국내 사례
Ÿ

사례1: ‘동네 한바퀴’, 마을지도를 1.3세대가 함께 작성하다

Ÿ

사례2: ‘한지붕 세대공감’, 1.3세대의 주거 공유 프로젝트

Ÿ

사례3: ‘더불어 락(樂)’ 노인복지관, 세대통합적 운영

Ÿ

사례4: ‘사.과.캠프’, 과학을 통한 1.3세대 간 교류

Ÿ

사례5: ‘서울노인영화제’, 영상을 통한 세대통합

- 해외 사례

○

Ÿ

사례1: 젊은이와 ‘골드(Gold)’의 세대통합적 도시미술 프로젝트

Ÿ

사례2: 미국 대학의 세대 간-학습 및 멘토링 프로그램

Ÿ

사례3: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고령친화적 세대통합 가이드북

Ÿ

사례4: 포르투갈 빌라 노바 데 포즈 코아 지역의 세대 간 회합

Ÿ

사례5: 프랑스의 노인-학생 주거 공유 프로젝트

Ÿ

사례6: 캐나다의 매도우 스쿨 프로젝트(Meadow School Project)

Ÿ

사례7: 영국 예술자선단체 ‘매직미(Magic Me)’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제주지역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현황
- ‘라이프스토리 어르신 이야기 사업’
Ÿ

서귀포시 동홍동의 1.3세대 간 세대통합 프로그램

Ÿ

남주고등학교 동아리 학생과 지역 노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행정복지센터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력적 세대통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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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Ÿ

세대갈등 확산 방지와 고령친화 문화조성의 필요

Ÿ

세대통합적 패러다임의 정책/사업/프로그램의 기반 마련

Ÿ

지역사회 전문가의 세대통합 리더십 향상의 필요성

-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Ÿ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및 고령친화 정책/사업의 추진역량 강화

Ÿ

제주지역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세대통합 현장 이해 증진

Ÿ

노화, 노인, 연령차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개인의 성공적인 중장년기 및 노
년기 삶의 계획과 방향 구성의 기회 제공

- 세대통합교육의 대상

○

Ÿ

제주지역의 노인 관련 업무 공무원

Ÿ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진행
- 진행방식
Ÿ

교육과 사례 소개 및 활동으로 구성한 워크숍 형식

Ÿ

세대 간 연대와 교류, 통합의 가능성과 유용성 확인이라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 노화/노인에 대한 인식, 연령차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교육과정을 우선 진행함.

Ÿ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교육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적응력을 높이
는데 목표가 있음.

Ÿ

따라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워크숍 형태로 진행함

Ÿ

교육은 노화·노인, 연령차별에 대한 이해, 세대통합의 이해와 정책구성을 위한 조
건을 중심으로 진행함.

Ÿ

워크숍은 세대통합의 다양한 사례들 통한 전략 모색을 중심으로 진행함.

- 과정별 주제
Ÿ

1교시: 노화와 노인 이해, 연령차별이란 무엇인가

Ÿ

2교시: 세대통합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정책 기획을 위한 기본 조건

Ÿ

3교시: 세대통합 정책, 사업의 성공 전략(사례+팀별 활동)

-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Ÿ

(사협)가족세대통합연구소 서로이음 연구진 및 고령사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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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국내외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시사점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 인식 변화
Ÿ

세대 간의 접촉을 통해서 세대 이해를 높이고 관계를 긴밀하게 함. 기존의 노인만
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아동, 중년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함.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
Ÿ

노인이 다른 세대와 함께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좋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긍
정적 효과 가져옴. 지역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지역의 복지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짐.

Ÿ

세대 간 교류 활동의 지속성

Ÿ

노인과 다른 세대가 지역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자본 죽적에 기여함.

○

정책 대응과제
- 정책방향
Ÿ

세대통합적 정책 및 사업 확대

Ÿ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Ÿ

세대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체계 구축

Ÿ

지역사회 이슈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젝트 발굴

Ÿ

경로당의 세대통합적 운영 지원

Ÿ

노인들의 적극적 참여 통한 권한강화(empowerment) 실현

-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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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서로 다른 세대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회합 정기 개최

Ÿ

고령사회 대응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실시

Ÿ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세대 간 소통의 기회 확대

Ÿ

마을의 역사, 문화, 자연을 매개로 한 세대통합 활동

Ÿ

지역의 경로당을 활용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Ÿ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세대통합사업 안내서 발간

2018 사업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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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개요
○

목적
- 제주지역의 어르신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당사자 의견수렴
- 제주 고령친화도 제고노력을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 제주도의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써의 활동 및 홍보

○

의미
- 당사자 중심의 상향식 정책 아젠다 형성 및 정책결정을 강조하는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의 지향점 반영
-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노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활기찬
노인(Active aging)패러다임으로의 전환점 마련
- 제주지역 내 노인 및 고령친화 정책·서비스 실행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전달체계 구축
- 제주 전역에서 수행되는 모니터링단 위원의 활동을 통해 제주 노인 및 고령친화 정
책 홍보·인식 제고에 기여

○

모니터링단 역할
-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개 영역(외부 공간 및 건물, 교통, 주거, 고용 및 시민
참여, 사회참여, 의사소통 및 정보, 존중 및 사회통합,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관련
사업 및 정책 모니터링 수행
- 노인 및 고령친화 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향성 제안
- 제주지역 내의 고령 친화적 사례 발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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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운영 개요
인원규모

◦65세 이상 고령자 30명

협력기관

◦제주도내 노인 관련 시설 3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모니터링
활동기간

◦2018. 05 ~ 2018. 12

주요행사

◦워크숍 2회(5, 9월)
◦월례회의 4회(6, 7, 10, 11월)
◦원탁회의(12월)

활동주제

◦우리 마을 실버 지도 그리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치매인식도 조사 및 치매 정책 모니터링
◦노인복지서비스 기관 모니터링

<그림 4> 정책 모니터링단 협력기관

<그림 5> 정책 모니터링단 Work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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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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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워크숍 및 위촉식
Ÿ

모니터링단 역할과 고령사회리더 교육

Ÿ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Ÿ

모니터링단 응집력 강화 교육

Ÿ

조사기법의 원리와 모니터링 기법 교육

Ÿ

인터뷰 방법 및 기술, 공감·경청 등의 인터뷰 교육

Ÿ

위촉장 수여

- 2차 워크숍
Ÿ

치매이해 및 예방교육

Ÿ

치매파트너 교육

Ÿ

‘두근두근 뇌운동’(치매예방 두뇌 자극 프로그램)

Ÿ

가상현실치매체험(VR기기 활용)

Ÿ

인생그래프 작성 및 공유

Ÿ

하반기 활동내용 설명

- 원탁회의 및 해단식
Ÿ

모니터링단 활동에서 제안한 노인 정책 아젠다 상정

Ÿ

당사자, 유관기관 담당자, 공무원 등 참석자 전체토론

Ÿ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 결정

Ÿ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작성

Ÿ

2기 어르신 모니터링단 해단식(감사장 전달)

사업성과
○

정책 아젠다 형성(WHO 고령친화 가이드 8개 영역별 : 총 82개)
- 외부 공간 및 건물 : 시니어 다기능 서비스센터 건립 등 8개 안건
- 교통 : 고령자 운전 면허증 반납제 및 캠페인 등 9개 안건
- 주거 : 고령 친화마을 조성 등 7개 안건
- 고용 및 인적자원 : 고령자 일자릴 창출을 위한 교육 확대 등 19개 안건
- 사회참여 및 여가 : 사회복지사 등 인력 충원을 통한 경로당 운영현실화 등 13개 안건
- 의사소통 및 정보 : 경로당 내 리더 보수교육 등 7개 안건
- 존중 및 사회통합 : 부고 혹은 질병상의 이유 시 비행기 우대 등 8개 안건
-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 특정연령 이후 의무적 치매선별검사 등 11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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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아젠다 영역별 우선순위 결정
<그림 6> 모니터링단의 정책 우선순위 결과

- 8개 영역 제안내용 중 우선순위 선정결과‘시니어 다기능 서비스센터’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 다음으로‘고령친화마을 조성’,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이 차상위로 높은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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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주고령사회 포럼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조
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발굴이 필요함.

○

도 내외 인구고령화 및 노인복지의 다양한 분야(소득, 건강, 보건의료, 고용 및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인권 등)의 전문가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자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가져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정해 나갈 정책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추진실적
○

총 4회의 고령사회 포럼 운영함.

○

제 1회 포럼의 주요 내용
- 주제 :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활력적 삶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발표 : 김기홍(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일시 : 2018. 4. 12(목) 16:00~18:00
- 장소 : 제주연구원 대회의실
- 내용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 생산적 노
년기, 고령인구 소비자 대상의 산업화 추진 등을 논의함.

○

제 2회 포럼의 주요 내용
- 주제 : 제주지역의 치매노인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 발표 : 박준혁(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장/제주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교수)
- 일시 : 2018. 6. 14(금) 16:00~18:00
- 장소 : 제주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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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치매노인이 국내외 현황, 현재 의료 현황 등을 살펴보고, 치매정책에 대해 논
의함. 치매진단의 표준화된 임상적 평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치매예방 습관의 중요
성, 의식개선을 통한 국가 및 사회적 부담 줄이기 등에 대한 쟁점을 다룸.
○

제 3회 포럼의 주요 내용
- 주제 : 노인장기요양과 돌봄의 사회화 구축 방안 모색
- 발표 : 양난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시 : 2018. 8. 30(목) 16:00~18:00
- 장소 : 제주연구원 대회의실
- 내용 : 고령화 심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 및 지원방안을 살펴봄. 노인
장기요양보험(LTCI, Long-Term Care Insurance) 분석과 문제점 진단,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의 질과 공급, 체계화 등을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 방안을 논의하고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안함.

○

제 4회 포럼의 주요 내용
- 주제 : 고령사회 연금개혁의 과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 발표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사회학 박사)
- 일시 : 2018. 10. 26(금) 16:00~18:00
- 장소 : 제주연구원 중회의실
- 내용 : 국민연금의 특수성(급여구조와 세대 내, 세대간 분배)과 핵심 과제를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 연금제도의 개혁 방향(형평성, 다층체계, 지속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함.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와 순혜택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과 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쟁점을 다룸. ‘기존 연금문법의 관성을 벗어나 한국형 다
층연금체계의 구축’을 개혁방향으로 제안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다층연금체계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 강조함.

사업성과
○

언론보도
- 제 4회 고령사회 포럼 보도 내용
Ÿ

한라일보(2018.10.30.일자, “한국형 다층연금체계로 노후대비를”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40825200611707042)

Ÿ

“지난 26일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고령사회 연금개혁의 과제: 보장성
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제4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오건호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국민연금 재정진단에서 앞으로 국
민연금이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진단했다"며 "현 상태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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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미래세대가 책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복지학과 재정학과 금융학의 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봐야한다"
며 "기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잘 조합하는 한
국형 다층연금체계로 노후를 설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Ÿ

제이누리(2018.10.23.일자, “제주연구원, 26일 제4차 제주고령사회포럼”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8436)

Ÿ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오는 26일 제4차 제주고령사회포험을 제주연구
원 2층 중회의실 새별오름에서 연다. 포럼의 주제는 고령사회의 대표적인 복지정
책인 연금제도(pension system)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
연금의 급여구조 및 세대 내 세대 간 분배에 나타나는 특수성과 국민연금의 핵심
과제인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연금제도의 형평성, 다층체
계, 지속가능성 등 개혁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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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사업개요
○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유지를 위해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세계의 연구 전문가 및 행정가
와의 교류를 통해 관련 고령친화도시 연구동향과 정책 변화들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함.
- 고령사회연구센터는 고령친화도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세계 고령친화도
시 관련 전문가(고령친화제품, 노인병학, 주거환경 등) 그리고 노인복지기관(단체) 관
계자 등이 제14차 국제노년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eing) 총회에 참
여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고령사회(혹은 초고령사회) 대응 관련 다양한 연구조
사 및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고자 함.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제16차

국제노년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eing, 이하 IFA) 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
류 활동이 중시됨.

추진실적
○

2018. 8. 7. ~ 8. 10. 제14차 국제노년협회(IFA)총회 참석
- 고령친화도시 국제 동향, 노인복지 정책, 고령친화산업 등 관련 세션참석
- Symposium : Age friendly Communities: Addressing the Housing Domain
발표
Ÿ

『Age Friendly Jeju: Findings From Senior’s Own Assessment on
Housing』의 주제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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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posium : Age friendly initiative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Active Aging 발표
Ÿ

『Age Friendly Jeju: Who Sets the Priorities? 』의 주제로 발표
<그림 7> 제14회 IFA 총회 Symposium 주제 발표

- 2018. 8. 9. Thc Chang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Director, 50+ and Community Engagement 네트워크 교류
- 2018. 8. 11. 제주연구원-Virginia Tech & State University MOU 체결 일환
공동 과제 발굴
- 2018. 8. 13. Toronto City Hall, Social Development, Finance &
Administration, Policy Development Officer and Project
Lead 네트워크 교류
- 2018. 8. 14. 요양시설 Rose of Sharon 기관방문

사업성과
○

세계 각국의 고령사회 연구에 대한 동향 및 정책적 이슈 인식 제고

○

IFA총회에 참석한 국내외 관련 연구자(미국 Virginia Tec. 대학, 한양대학교, 서울시50
플러스재단)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기관별 이슈를 통한 향후 연구 개발과 사업
발굴에 기여

○

복지정책 선진국인 캐나다의 토론토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청취와 현장 학습
을 통해 한국과 다른 시스템을 체감하고 질적인 연구 방향에 대한 학습 기회

○

한국의 고령친화체험관은 연구 개념을 동반한 멀티플렉스의 성격을 지닌 반면 토론토는
멀티플렉스의 개념은 배제한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공공도서관, 대학, 일
반 소매점 등)에서 주민체감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
을 모색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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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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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경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변화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문제 및 문제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가족공동체의 중요 가치로 보아왔던 ‘회복탄력성’이 중요 전환점에 직면하였으
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제주 가족공동체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가족공동체의 정
체성 변화 및 지역사회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임.

○

연구목적
- 청소년기는 심리, 정서적인 행동과 가치관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청소년들
스스로 자아개념과 삶의 가치를 확립하는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주 중요함.
- 본 연구는 미래 제주사회의 긍정적 사회문화 풍토를 위하여 자녀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또한 이것의 향상을 위해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인적
환경인 인성에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제주도내 부모의 인성수준
과 자녀의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의 인성 덕목들이 자녀의 회복탄력성
및 하위 요소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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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제주도내 부모의 인성수준과 자녀의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의 인성 덕목
들이 자녀의 회복탄력성 및 하위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내 소제하는 고등학교(일반고 23곳, 특수목적고 2곳, 특성화고 5곳) 2학년 학
생 및 부모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하였음.

○

연구방법
- 조사방법 : 구조화 및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집단 및 배포 조사 실시
- 표집방법 : 조사대상 각 고등학교별 2학년 1개 학급 무작위 선정 후 해당 학급의 전
체 학생(조사일 기준 부재한 학생을 제외)을 선정(군집표본추출)
- 분석대상 표본수 : 부모 445명, 학생 717명
Ÿ

부모의 경우, 총 559명의 조사 표본 중 불성실 응답 114명을 제외한 총 445명
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Ÿ

학생의 경우, 총 823명의 조사 표본 중 불성실 응답 106명을 제외한 총 717명
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연구결과
-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445명의 조사 대상자 중 어
머니가 응답해 준 경우는 76.2%(339명)이고, 아버지는 23.8%(106명)로 어머니가
응답해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자녀수는 2명이 47.9%(213명)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고, 부모의 연령은 50대 미만 67.4%, 50대 이상은 32.6%로 조사되었
음. 학력에서는 대학 수료 및 졸업이 전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서
는 전문직, 교사, 공무원이 21.3%(9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음. 주거지역은 제주시 동지역(252명, 56.6%)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가
구 월평균소득은 200~400만원 미만이 35.5%(15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제주
도 거주기간은 대부분이 9년 이상(398명, 89.4%)으로 조사되었음.
- 부모의 인성 변수는 자기존중, 배려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정의, 시민성 등 8개 영역별 5개 문항으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에 기인하여 분
석한 결과, ① 자기존중은 응답자 특성에서 연령과 학력, 직업, 주거지역, 월 평균
소득, 제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성별과 자녀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음. ② 배려와 소통은 성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사회적 책임은 성별, 학력과 직업,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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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월평균 소득, 제주도 거주기간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④ 예의는 성별,
자녀수, 학력,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⑤ 자기조
절은 성별, 자녀 수, 연령,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음. ⑥ 정직과 용기는 학력과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⑦ 정의는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음. 마지막으로 ⑧ 시민성은 자녀수와 연령, 직업과 주거지역, 월평
균 가구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영역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회복탄력성 정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① 자기조절력에서 성별의 경우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주거지역별로는 감
정조절력과 충동통제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원인분석력은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음.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음. 또한 자기조절력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한 결과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중 충동을 통제하는 정도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 ② 대인관계능력에서 성별의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주거지역에서는 세 가
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은 제주시
동지역이 가장 높았고, 자아확장력은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인관계능력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한 결과,
자아확장력이 가장 높았고, 공감능력, 소통능력 순으로 나타났음. ③ 긍정성에서 성
별에서는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남
학생이 여학생 보다 모든 영역에서 긍정 응답률의 비율이 높았음. 주거지역에서는
생활만족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귀포시 동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순이었음. 또한
긍정성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 마음이, 자아낙관성과
생활만족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모의 인성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주도 청소년의 회복탄력
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인성 중 ‘예의’와 ‘자기조절’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음. 예의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고 실천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회복탄력성 향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결론은 부모 개인의 성장이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즉,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 즉, 어른
의 성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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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제주사회의 긍정적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의
실태를 살펴보았음. 또한 이것의 향상을 위해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적 환경인 인성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는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상
에 필요한 실천적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청소년들과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음. 또한 향후 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기관 및 교육현장, 가정 및 사회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부모 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교육환경과 교육
정책 등 사회적 지지가 제주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수행하는 역할이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음. 즉, 사회적 환경-교육기관 및 정책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긍정적 역할과 책임을 통감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으로 미래 제주사회의
긍정적 자아상을 그려보는 때가 ‘지금’이라고 여겨짐. 그와 더불어 부모의 사회적 환경
과 부모 개인의 인성 즉, 가족의 지지가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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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추진 실적

●

설치․운영

2018 제주학아카이브 관리·운영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주학 연구물의 수집·보존 관리와 아카이브시스템 관리 운영
- 인문･사회･자연과학 제 영역의 연구물 관리시스템 운영
- 학문적 자산의 보존･관리･활용을 통한 자원적 가치 창출

○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지식기반 콘텐츠 분야의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화 시대 흐름에 능동적 대처

○

제주학 연구물, 고문헌, 사진, 영상, 구술, 제주어 등 학문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아카이
브화하여 제주학의 세계화 및 학문 진흥에 이바지함

사업범위 및 방법
○

사 업 명 : 2018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운영
- 아카이브 서비스를 위한 장비 관리
- 아카이브시스템 통합 구축
- 제주학 관련 연구물, 사진, 영상, 구술자료, 고문헌 등의 디지털콘텐츠화 및 연구보
고서 발간
- 제주학 아카이브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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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

아카이브 서비스를 위한 장비 관리
- 홈페이지와 제주학아카이브 일원화
- 오픈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

무속신화 자료 콘텐츠화 및 아카이브 탑재
- 2004 제주큰굿(이중춘 심방 대역례굿) 탑재 및 본풀이 채록(100편)
- 2018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사진·영상촬영 및 탑재(1건)
- 2018 와흘각시당제 사진·영상촬영 및 탑재(1건)
- 이용옥 본 영상 촬영 및 탑재(12편)
- 오용부 본 영상 촬영 및 탑재(12편)
- 김돌산 본 영상 촬영 및 탑재(12편)

○

“제주신화<일반신본풀이> 문화사적 가치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

민속사진, 영상 기증자료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화
- 고광민 기증사진 탑재(700편)
- 김윤수 영상 기증 자료 탑재(CD, VHS, 테입)(220편)

○

제주학 구술 자료 아카이브 및 책자 발간
- 나요당 이소라 기증 『제주민요자료집』 발간 및 민요탑재(200편)
- 『제주의 이야기유산』 책자 발간(1건)

○

『제주학개론』 책자 발간(1건)

○

『제주도지』 1983(2권), 2006(7권), 1993(3권) 탑재

종합 및 정책제언
2018 구축자료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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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보고서

논문

단행본

세미나

사진

동영상

구술(음성)

기타

2563

42

245

13

5

1643

283

293

39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관 건립

2018 사업추진 실적

●

설치․운영

제주학 기획주제 공모지원사업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제주학 연구자들 및 연구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제주학 연구
의 활성화 및 외부 전문인력의 제주학 연구 참여 기회 확대.
- 제주학연구비 기획주제 공모지원 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제주학 전문가 그룹 및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연구 환경 지원.
- 제주학연구비 기획주제 공모지원 사업을 통하여 제주학 연구의 계보학적 연구 조성
및 제주학 연구 현안에 대한 지표 제시.

○

연구과제 및 내용

번호

○

연구분야

주요 내용

1

제주학 선구자 조사연구

• 제주학의 발전과 부흥에 애쓰신 제주학
선구자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연구

2

제주의 자연환경 특징에 대한
조사연구

• 제주의 생태, 지질, 자연경관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지역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열린 제주학 및 지역학의 대중적 확산과
활성화 방안 연구

4

근대 제주역사문화자료 조사연구

• 제주에 산재해 있으나 아직 정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근대 역사문화 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연구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구비
- 과제당 2천만 원 범위(보고서 인쇄비 제외)
- 각 단체 및 기관은 한 개 연구과제만 지원 가능.
- 연구과제 수행 시 관련 세미나(1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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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자 자격
-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 또는 관련 학술 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전년도 제주학연구비 공모지원 사업 수혜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업목적
○

2018 제주학연구비 기획주제 공모지원 사업을 통하여 제주학 연구 활성화.

추진실적
○

제주학연구 52
- 『근대 제주 사진 엽서 자료 연구 : 재일교포 고성일씨 사진엽서 컬렉션을 중심으로』
발간

○

제주학연구 53
- 『제주학 선구자 석주명에 대한 기초 연구』 발간

○

제주학연구 55
- 『공공외교를 통한 열린 제주학의 확산 방안 연구』 발간

사업성과

544

○

근대 제주 사진 엽서 자료 연구 관련 언론 기사 (제이누리 2018년 8월 30일)

○

제주학 선구자 석주명에 대한 기초 연구 관련 언론기사(제주일보 2018년 12월 19일 등)

2018 사업추진 실적

●

설치․운영

제주학 자유주제 공모지원사업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제주학 연구자들을 활용하여 제주학 연구의 활성화 및 외부
전문인력의 제주학 연구 참여 기회 확대.
- 제주학연구비 자유주제 공모지원 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제주학 전문가 그룹 및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연구 환경 지원.
- 제주학연구비 자유주제 공모지원 사업을 통하여 제주학 연구 현안에 대한 지표 제시.

○

연구과제 및 내용
번호

○

연구분야

주요 내용

1

- 고문헌, 민속, 고고학, 해양문화, 생활사, 문화유산,
문화산업 등
제주학 인문․사회과학 분야
- 제주인, 지역개발, 사회운동사, 산업사, 기업가,
재외제주인, 사회복지 등

2

제주학 자연과학분야

- 지질, 화산, 의식주, 동식물, 수산, 기후, 원예, 수자원,
감귤, 한라산 등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구비
- 과제당 1천만 원 범위(보고서 인쇄비 제외)
- 각 연구자는 한 개 연구과제만 지원 가능.

○

응모자 자격
-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 또는 관련 학술 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제주학 및 지역학 관련 학식을 갖춘 전문가(학자, 교수, 연구자 등)
- 전년도 제주학연구비 공모지원 사업 수혜자는 응모할 수 없음.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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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2018 제주학연구비 자유주제 공모지원 사업을 통하여 제주학 연구 활성화.

추진실적
○

제주학연구 50
- 『제주의 문화유산에 담긴 전통과학 지식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발간

○

제주학연구 51
- 『제주 해안마을 바다밭 이름과 생활사 조사 연구』 발간

사업성과

546

○

제주의 문화유산에 담긴 전통과학 지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해안마을 바다밭 이름과 생활사 관련 사진 자료 확보 등

2018 사업추진 실적

●

설치․운영

제주학총서 및 번역서 발간
공모지원사업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개요
○

사업필요성
- 제주학 전문가 그룹 및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 및 출판 환경 지원.
- 제주학의 학문적 기반 구축과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 지원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
여 매년 제주학 관련 연구물의 출판 및 번역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주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

지원분야
번호

○

지원 분야

1

제주학 관련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단행본 발간

2

제주학 관련 중문, 일문, 영문 등 외국어 서적의 국문 번역으로 단행본 발간

3

제주학 관련 국문 서적의 중문, 일문, 영문 등 외국어 번역으로 단행본 발간

지원내용
- 제주학 관련 연구결과물에 대한 출판비 및 번역서 출판비 지원

○

지원자격
- 제주학 및 지역학 관련 학식을 갖춘 전문가(학자, 교수, 연구자 등)
- 각 지원자는 한 개 연구과제만 지원 가능.
- 박사학위논문은 제외함.
- 이미 발표한 내용이 50%미만인 저술은 가능하나 교과서 및 개설서 성격의 기술은
제외.
- 2018년 11월 20일까지 출판 및 제출 가능한 저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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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2018 제주학 총서 및 번역서 출판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주학의 학문적 기반 구축과
제주학 연구의 활성화

○

제주학 관련 연구물에 대한 출판비 지원을 통한 제주학의 저변 확대

추진실적
○

『제주역사기행』 발간 지원

○

『제주서사무가집』 발간 지원

○

『해녀노래주석사전』 발간 지원

○

『제주 언론의 선비 논객 고영일』 발간 지원

사업성과

548

○

제주의 소리 2018년 12월 25일 관련 기사

○

한라일보 2018년 11월 29일 및 11월 30일 관련 기사

○

제주일보 2018년 11월 22일 관련 기사 등

2018 사업추진 실적

●

설치․운영

2018 하와이대학교 제주학 자료
현황과 활용을 위한 기초 조사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개요
○

사업필요성
- 하와이대학교는 1954년부터 한국어 과정 설립, 1972년 2월 1일 북미지역에서 처
음으로 한국학 센터를 설립하여 60여 년 동안 한국학 기반을 구축하여옴. 현재 북미
지역 한국학자료 컨소시엄에서 한국 및 제주 관련 자료 수집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연구소 중의 하나임.
-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는 해외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주도 관련 장서를 개발하
고 있으며, 제주관련 해외 지역 최대 장서량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제주학
자료 수집 일환으로 하와이대학교 제주학 관련 자료 수집 및 목록화를 먼저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시작으로 북미지역에 산재해 있는 제주학 자료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제주 자료의 일부는 하와이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수는 하와
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북미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외 제주학 자료 수집 일환으로 하와이대학교 제주학 관련 자료 수집 및 목
록화를 먼저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시작으로 북미지역에 산재해 있는 제주
학 자료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토대로 제주학 연구자들에게 해외 제주학 문헌 기반을 제공하여 제주학 연구의
심화 및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하와이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및 사업을 모색하여 볼 수 있음.

○

연구방법
- 제주학 자료 수집에서 주요 대상은 제주 관련 문헌 자료임. 현재 하와이대학교에서는
‘Cheju Collection’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Cheju Collection Books,
Cheju Collection Periodicals, Cheju Regional Websites, Cheju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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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sources 등의 범주가 설정되어 있고, 제주컬렉션 중 단행본의 경우 제주
4.3, 제주어와 문학, 제주신화 및 무속, 제주 여성, 제주 환경, 제주관련 문헌, 여행
등과 관련하여 수집되어 있음.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시간적 범위 : 2018년 10월 ~ 2018년 12월
- 조사대상 범위 : 하와이대학교 제주학 자료

사업목적
○

본 사업은 하와이대학교 제주학 관련 자료 수집 및 목록화를 위한 기초 조사를 목적으
로 함.

추진실적
○

하와이대학교 제주관련 소장 자료 1,500여건에 대한 목록화
- Quelpart, Saisuto, 제주, 탐라 등에 대한 검색

○

미보고 제주 자료 획득
- 1928년 제주도 개세
- 1948년 제주도 기행
- 1903년 ~ 1905년 하와이 초기취업이민 제주인 명단
- 1945년 미해군 제주 관련 보고 등

사업성과
○

1928년 제주도 개세 관련 『미개의 보고 제주도(1924)』, 『제주도세요람(1939)』 등과
비교 자문하여 번역 필요성 제기됨.

○

1903년~1905년 대한제국 시기 제주인 하와이 초기취업이민자에 대한 명단 확보에 따
라 이들에 대한 연구 제기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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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문헌․고문서와 차자표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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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 필요성
- 제주지역의 고문헌·고문서의 소개하고 발굴할 필요성 있음. 제주지역에도 역사 연구
자료로서, 그리고 언어문자사 자료로서 고문헌·고문서가 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
음. 따라서 제주도의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소개해 지역적 측면의 중요성 못잖게
역사적 측면에서도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 있음. 또한 제주지역에서도
역사적으로 문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문서 행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보일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과 중앙지역 고문헌·고문서 및 차자표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있
음. 중앙지역의 고문헌·고문서 및 차자표기 전문가와 제주지역 학자가 활발한 교류
를 갖고 제주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 점검하고 발굴하는 작업은 향후 제주지역의 문
화유산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대학원생과 중앙지역 대학원생의 만남을 통해 미래 세대 학자들을 양성할
필요성 있음.
- 고문헌·고문서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됨. 그 중에는
많은 차자표기 자료가 있음.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자료는 한자를 써서 고문헌·고
문서가 작성하였고, 중요한 역사 자료 중 차자표기 자료가 많이 남아 있음. 그리고
한글 창제 이후에도 일반 문서 생활은 차자표기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자표기
의 중요성이 잘 드러남. 따라서 차자표기 연구는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고문헌·고문서에 나타난 차자표기를 통해 훈민정음 이전의 한국어 연구가 가능함.
특히 1973년에 발견된 석독구결 자료인 구역인왕경 이후 고대 및 전기중세국어
자료가 풍부해지면서 이전과 달리 고대연구의 기반이 단단해짐.
- 차자표기 자료 특히 석독구결 자료의 전시 및 보급에 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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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있음. 차자표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차자표기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 한자로 되어 있고 언뜻 보아서는 한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음. 그러나 우리의 문화유산 중 소중한 자산이고 한자를 슬기롭게 받아들인
창의적인 표기법이므로 이를 일반인에게 전시하고 소개하는 일은 매우 시급을 요함.
-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모여 고문헌·고문서의 보관과 전시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의 필요성 있음.
○

프로그램
- 대 회 명 : 제주 고문헌·고문서와 차자표기
- 주최 및 주관 : 구결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15일~17일

사업목적
○

제주지역 및 중앙지역의 학자가 모여서 고문헌·고문서의 소개와 발굴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

○

중앙지역 학자들이 고문헌·고문서 및 차자표기 자료의 수집과 연구 현황에 대해 발표

○

제주지역 고문헌·고문서에 대한 소개와 연구 현황에 대해 발표

○

중앙지역 학자들이 고문헌·고문서 전시와 보급을 통한 대중화 방안 발표

○

한국의 고문헌·고문헌 및 차자표기 자료에 관한 이해 기반 제공

○

제주지역 고문헌·고문서와 타 지역 고문헌·고문서의 대조·비교를 통해 제주지역 문헌과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환기

○

제주지역 대학원생과 중앙지역 대학원생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 학문 세대 양성

○

한중일 삼국의 고문헌·고문서 관련 학자들이 모여 자료의 수집 및 보관과 소개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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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고문헌·고문서의 발굴 및 소개를 통한 제주 문화의 정체성 탐색

○

제주지역 고문헌·고문서 자료의 필요성에 주의 환기

2018 사업추진 실적

○

제주지역 고문헌·고문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시 방안에 대한 이해 기반 마련

○

제주지역 언어문자사 자료 연구로 제주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기반 마련

○

제주지역 언어문자사 자료의 발굴과 연구로 지역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기
반 마련

○

제주지역어의 공시적 중요성 이외에도 역사적 자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의 환기

○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초청된 학자들을 활용해 제주지역 고문헌·고문서를 소개하고 제주
문화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

○

학술대회의 결과물을 인쇄물로 출판하고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
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지역의 역사적 자료에 대한 관심
을 국민적 차원으로 올리는 계기로 활용

사업성과
○

국내외 전문가 40여명 참여하여 제주 고문헌・고문서, 차자표기에 대한 발전적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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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심화 강좌

사업개요
○

제주학 교육사업의 심화
- 제주학 교육사업은 2016년 <제주학 아카데미>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에 이
어 2017년 <제주학 아카데미> “2017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구술사를 통해
본 제주사람들의 삶” 등 구술사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시민 교육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해왔음
- 2016년과 2017년 <제주학 아카데미>를 이수한 수료자들이 구술사 연구와 관련된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함
Ÿ

제주지역에 맞는 구술사 교재 개발

Ÿ

실습 위주의 심화 교육 실시

Ÿ

실습 결과물 책자 발간을 통해 수료자가 발굴한 제주지역 구술사 이야기를 제주사
회 및 학계에 소개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사업목적
○

제주학 연구 인력풀(pool) 확대
- 구술사 연구 능력을 함양한 도민들을 양성함으로써 추후 도민 참여형 제주학 연구사
업 기획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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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에 맞는 구술사 교재 개발 및 공유
- 제주지역 상황을 고려한 구술사 교재를 개발하여 추후 제주학 학문후속세대들의 연
구 기반 마련
- 도내 각 공공기관 및 전국 주요 대학‧도서관에 교재를 배포함으로써 제주학 연구 성
과를 사회적으로 공유

○

제주지역 구술사 자료 수집 및 공유
- 수강자들에게 이웃의 이야기를 구술사 연구방법으로 조사해오도록 과제를 제시함으
로써, 도민이 직접 수집한 제주지역 구술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수료자들의 실습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고 제주사회 곳곳에 배포하여 수집된 구술
사 자료를 도민들과 함께 공유

추진실적
○

구술사 교재 개발
-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구술사 연구를 지속해온 염미경 교수(제주대 사회교육과)에게
교재 개발 의뢰
- 구술사로 이해하는 제주사회: 방법과 실제 발간(2018년 7월 2일)
Ÿ

수강생에게 교재 배부

Ÿ

공공기관 배포(제주시‧서귀포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관
할 교육기관, 도내 공공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전국
국립대학교 도서관 등)

○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2016년, 2017년 교육사업 수료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 모집정원 20명으로 제한(실습 위주의 사업 성격)
- 수강 여부를 알리는 메일·메시지 발송 및 회신 접수
- 20명 수강신청
- 수료기준 및 인센티브 제시(수강생에게 교재 무료 제공, 80%이상 출석 시 수료증
수여 및 실습 결과물 책자 저자 참여 기회 제공)

○

교육 실시
- 교육기간: 2018년 7월 3일 ~ 8월 21일(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8회)
- 교육장소: 제주벤처마루 10층 1001호 세미나실
-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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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자

1강

7월3일
(화)

주제
• 개강식
• 구술사 이론과 사례

강사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2강

7월10일
(화)

• 구술사 현지조사와 면접

염미경
(제주대학교 교수)

3강

7월17일
(화)

• 구술사 면접 자료의 정리

염미경
(제주대학교 교수)

4강

7월24일
(화)

• 구술 자료의 해석과 글쓰기

염미경
(제주대학교 교수)

7월31일
(화)

5강

6강

8월7일
(화)

7강

8월14일
(화)

8월21일
(화)

8강

• 구술사 실습(1)

• 구술사 실습(2)

• 구술사 실습(3)

• 구술사 수료 과제 발표

• 종강식

○

수료자 총 13명(80%이상 수강자)

○

실습 결과물 책자 발간

김선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김선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김선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김선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실습 과제 제시
Ÿ

수강생들에게 이웃들의 이야기를 구술사 연구방법으로 기술한 실습 과제 제시

- 실습 결과물 구술로 듣는 제주사람 이야기 발간(2018년 11월 30일)
Ÿ

수강생 가운데 수료자(80%이상 출석)들이 제출한 실습 결과물을 대상으로 책자
발간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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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기관 배포(제주시‧서귀포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관
할 교육기관, 도내 공공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전국
국립대학교 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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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전국 최초 지역단위 구술사 교재 개발 및 공유
- 구술사로 이해하는 제주사회: 방법과 실제(염미경 저)
Ÿ

지금까지 일반적인 구술사 연구 교재들은 몇 편 발간되었으나, 실제 전국적으로
지역 연구자를 위한 교재는 발간되지 않았음

Ÿ

제주지역 구술사 연구자인 염미경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제주지역에 맞는
구술사 교재를 개발

Ÿ

도내 각 공공기관 및 전국 주요 대학‧도서관에 교재를 배포함으로써 제주학 연구
성과를 제주학 학문후속세대 및 한국사회와 함께 공유

○

구술사 연구 능력을 함양한 도민 연구자 배출
- 2016년, 2017년 제주학 교육사업이 구술사 연구방법론 기초강좌였다면, 2018년
사업은 심화강좌임
- 2년 혹은 3년 연속 구술사 강좌를 이수하고 구체적인 실습과정을 거친 도민들은 일
상에서 구술사 연구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추후 도민 참여형 제주
학 연구사업 추진 가능성이 확대됨

○

숨어있던 이웃들의 구술사 자료 발굴 및 공유
-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주 도민들의 이야기를 이웃도민의 시선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책자로 엮어 사회적으로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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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사회론 강좌
-제주학 시민학교 1기: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제주사회론 -

사업개요
○

제주학 교육사업의 다양화
- 지금까지 제주학 교육사업은 제주학 관련 콘텐츠보다는 제주학 연구 심화를 위한 구
술사 연구방법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었음. 기존 수강생들 가운데 제주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콘텐츠를 배우고 싶어 하는 요구가 빈번히 제기됨
-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제주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주학 콘텐츠 위주의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제주학 시민학교’라고 명명함

○

급변하는 제주사회를 이해하는 장 마련
- ‘제주학 시민학교 1기’는 2010년 이후 급변하고 있는 제주사회를 도민들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적인 콘텐츠를 교육내용으로 기획함
Ÿ

현재 제주사회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소재 발굴 및 강사섭외

Ÿ

시민 대상 교육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학교 강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출
간하여 제주사회와 공유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사업목적
○

제주학 연구의 정당성 제고
- 제주학은 제주사회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학문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제주학 교육사업은 지금까지 진행된 제주학 관련 연구 성과를 도민들과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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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강의 주제로 삼아, 도민들이
2010년 이후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제주학 학문후속세대의 사회적 활동 기반 제공
- 현재 제주학 연구 인력풀(pool)은 매우 얇은 상태
- 제주학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리도 매우 부족함
- 학문후속세대 위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그들의 사회적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추진실적
○

제주학 학문후속세대 강사 위촉
- 강의 콘텐츠 관련 학문후속세대 연구자 발굴 및 강사 위촉

○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보도자료 배포, 유관 단체 홈페이지 홍보, 도내 일간지 지면 광고 의뢰
- 이메일 접수
- 40명 수강신청(처음엔 30명으로 제한했으나, 추가 신청한 도민들은 모두 접수함)
- 수료기준 및 인센티브 제시(80%이상 출석 시 수료증 수여 및 강의 교재 무료 배부)

○

교육 실시
- 교육기간: 2018년 10월 4일(목), 10월 11일(목), 10월 18일(목), 10월 25일(목),
10월 30일(화)(저녁 7시, 총 5회)
- 교육장소: 예술공간이아 3층 창의교육실
- 교육일정
회차

일자

주제

강사

1강

10월 4일(목)

사드문제로 바라본 제주도

주민욱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2강

10월 11일(목)

이주민과 제주사회

윤명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

3강

10월 18일(목)

제주 4‧3, 못다 한 이야기,
그림으로 피어나다

김유경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강사)

4강

10월 25일(목)

제주영어교육도시
들여다보기

김정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5강

10월 30일(화)

젠더관점에서 본 제주사회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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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자 총 21명(80%이상 수강자)

○

강의 책자 발간
- 위촉 강사들에게 강의 책자 집필 의뢰
Ÿ

수강생들에게 이웃들의 이야기를 구술사 연구방법으로 기술한 실습 과제 제시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제주사회론<사회편> 발간(2018년 11월 30일)
Ÿ

수료자들에게 책자와 수료증 일괄 우편 발송

Ÿ

공공기관 배포(제주시‧서귀포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관
할 교육기관, 도내 공공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전국
국립대학교 도서관 등)

사업성과
○

도민들의 제주사회 이해의 폭 확대
- 현재 제주사회 이슈를 교육 내용으로 다룸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제주사회를 이
해하고 사회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보탬이 됨
-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도민들이 함께 교육내용을 공유할 수 있
도록, 강의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각종 공공기관에 배포함
- 제주학이 제주사회와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림으로써 제주학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함

○

제주학 학문후속세대의 사회적 활동 기반 제공
- 강사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 제주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연구자라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실제 몇 강사에게는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 등
일정한 효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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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고시마대학 태평양 섬
연구센터와의 학술교류 및 가고시마
섬문화 연구

사업개요
○

일본 가고시마대학 부설 태평양 섬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the Pacific
Islands, KURCPI)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교환 현지조사
- KURCPI와 학술교류협정(MOU) 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토대 마련
- 양 기관 연구자들의 상호 교환 현지조사 수행을 통해 제주도와 가고시마 인근 섬문
화의 다양성 비교 연구 및 토론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사업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7월

사업목적
○

섬문화 연구 네트워크 확장
- 제주학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이웃 섬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을 보
다 잘 파악할 수 있음
- 일본 큐슈지역은 제주도와 가장 근접한 타 국가 지역으로서 1,400여개의 부속 섬들
로 이루어져 있음
- 가고시마대학 부설 태평양 섬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the Pacific
Islands, KURCPI)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태평양 일대 섬들의 환경과 사회변동
등을 연구하는 단체. KURCPI와 학술교류 및 가고시마 지역 연구 수행을 통해 섬문
화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시킴으로써 제주학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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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KURCPI와의 학술교류 및 가고시마 섬문화 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 답사
- 2018년 12월 본 사업 연구자들이 일본 KURCPI를 방문하여, 추후 협력을 위한 실
무 논의를 마침

○

KURCPI와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 예정
- 2019년 1월 초 현재, KURCPI와 협정문 내용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마친 상태
- 2019년 상반기에 KURCPI 관계자들이 제주를 방문하여 학술교류 협정을 맺을 계획

○

가고시마 섬문화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 계획
- 가고시마는 제주도와 유사하게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여러
건이고, 아마미오시마 등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열도를 관할하고 있음. 가고시마 지
역 섬문화에 관한 연구가 KURCPI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임. 따라서 제주학 연
구자들이 가고시마 섬문화 연구에 참여하여 제주도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제
주학의 독특성과 인근 섬들과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2019년 상반기에 가고시마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할 계획 중임

사업성과
○

현재 수행중인 사업으로 추후 성과 평가 기대
- 이 사업은 2018년 12월에 시작되어, 2019년 7월에 종료될 예정
-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알찬 사업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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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제주역사 편찬사업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개요
○

제주학 연구와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절실한 기초적인 원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 마련

○

제주역사의 체계적 정립 및 제주학 연구 관련 기초 자료 제공

○

제주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및 시민들에게 제주역사 원문 1차 사료를 쉽게 해독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탐라사 쟁점별 세미나(탐라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 현종대 제주기사 출간, 숙종대 제주기사 번역
- 일제하 신문기사 편찬 : 매일신보, 부산일보
- 제주역사인물 평전 발간 : 고수선 평전
- 제주고전 강독회 운영 : 탐라기년, 남사록 강독회
- 한국고문서학회 공동 제주학술대회 개최
- 상창리고문서 해제 발간

○

사업기간 : 2018. 2. ~ 2018 12.

추진실적
○

탐라사 쟁점별 세미나 개최
- 주

제 : 2018 탐라사 국제학술대회 “고대 탐라문화의 수수께끼-탐라악과 도라악”

- 일

자 : 2018. 3. 9.(금) ~ 3. 10.(토)

- 장

소 : 제주 아스타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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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 참석인원 : 130여명
- 내용 및 성과
Ÿ

일본에서 발굴된 탐라 관련 유물인 탐라복과 도라악의 실체 규명을 통해 탐라사의
미스터리 규명

Ÿ

탐라사 재조명을 통한 제주역사 재정립 토대 마련

- 행사 사진

○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사업
- 내용 및 성과
Ÿ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 제주 기사를 추출
하여 번역․정리

Ÿ

제주역사 원전 자료를 토대로 한 제주역사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집대성함

Ÿ

제주역사자료총서❻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Ⅱ-현종대
발간(2018. 8.) 및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 번역
완료(2018. 11.)

○

일제하 신문기사 편찬사업
- 내용 및 성과
Ÿ

제주역사 연구의 공백기인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1차
사료로, 매일신보 및 부산일보와 같은 일제강점기 신문 수록 제주 관련 기사
를 전수조사 추출하여 번역․정리

Ÿ

전문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계약 후 사업 시행(~2019. 6.까지
추진 예정)

○

제주역사인물 평전 발간사업
- 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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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의 근현대사 인물 가운데 제주여성의 선각자이자, 선
구자로 꼽히는 고수선의 일대기를 발굴하여 정리하고자 함

Ÿ

고수선기념사업회와의 연계를 통해 평전 집필자 선정, 집
필 기본방향 및 집필과정 공유 등 사업 공동 추진

Ÿ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又忍 고수선 傳 발간

제
주
학
연
구
센
터

(2018. 11.)
○

제주고전 강독회 운영
- 내용 및 성과
Ÿ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탐라의 역사문화와 관련 깊은 한문 원전을 강독, 해설하여
한문 해독 능력 향상 및 향후 원전을 해석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Ÿ

기존 역주서의 오역 및 오석을 바로잡아 사실에 기반을 둔 참된 탐라사 연구의 기
틀을 마련하고자 함

- 강독서 : 남사록(청음 김상헌 著), 탐라기년(심재 김석익 著)
- 기 간 : 2018. 4. 5. ~ 11. 29. 매주 목요일 19:00~21:00(1년 총 30회)
- 인 원 : 탐라사 원전 강독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 및 대학원생 20여명
- 행사 사진

○

한국고문서학회 공동 제주학술대회 개최
- 주

제 : 고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제주

- 일

자 : 2018. 10. 5.(금) ~ 10. 6.(토)

- 장

소 : 제주 아스타호텔

- 주최․주관 : 제주학연구센터․한국고문서학회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한라일보사

- 참석인원 : 70여명
- 내용 및 성과
Ÿ

제주학연구센터와 한국고문서학회가 공동으로 제주에서 발견된 고문서 자료를 대
상으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통시대 제주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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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함
Ÿ

제주지역 고문서 자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고문서에 대한 조사 및 보존,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행사 사진

○

상창리고문서 해제 발간사업
- 내용 및 성과
Ÿ

개별적으로 수행된 제주지역 고문서 자료의 발굴․수집을 공공연구기관이 추진함으
로써 지속적인 고문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함

Ÿ

2018년 제주 안덕면 상창리 고문서(제주양씨가 소장) 100여점 발굴 및 정리, 고
문서 분류별 탈초 해제 작업 완료

Ÿ

제주 고문서(Ⅰ)-제주 상창리 양씨 一家 고문서- 자료집 발간(2018. 12.)

사업성과
○

탐라 이래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를 총괄하는 제주역사 정립을 통해 특별자치도민의 자
긍심을 갖게끔 시민․학생 대상 역사 교육 기반 마련

○

역사자료총서 발간과 인터넷 아카이브 탑재를 통해 제주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
고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며, 제주학 자료 수집에 시민 참여와 활용 증
대를 꾀함

○

주요 언론 보도자료 목록
매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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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보도자료 제목

시사제주

제주도, 탐라복․도라악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8.03.04.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468

아주경제

2018.03.04.

탐라복, 도라악 탐라·일본, 문화교류 비밀을 캔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30409192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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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명

날짜

보도자료 제목

헤드라인제주

2018.03.04.

日 고대 유물에 탐라 흔적, 탐라역사 밝힐 실마리될까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7744

뉴스1

2018.03.04.

일본서 발견된 탐라유물 수수께끼 제주서 밝힌다
http://news1.kr/articles/?3250748

제주도민일보

2018.03.04.

고대 탐라문화 베일 벗나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42

제주일보

2018.03.04.

탐라국과 일본 교류의 수수께끼를 푼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78695

아시아경제

2018.03.04.

9~10일 제주서 2018 탐라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0411324089479

한겨레

2018.03.05.

고대 탐라와 일본의 교류는 어떠했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4664.html

동아일보

2018.03.05.

탐라국 수수께끼 학술대회, 제주시에서 9, 10일 열려
http://news.donga.com/3/all/20180304/88948275/1

제민일보

2018.03.09.

탐라 복원 아닌 재구성...객관적 타당성 확보해야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292

미디어제주

2018.03.09.

도라가 탐라라는 단정은 하지 말자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35

한라일보

2018.03.09.

도라악은 과연 탐라악인가 뜨거운 논쟁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0588696588474036

제주新보

2018.03.11.

탐라복 목간, 탐라-일본교류 증거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497

제주의소리

2018.03.12.

자취 감춘 거대 탐라복이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은?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1380

제주일보

2018.03.20.

제주학연구센터, 제주고전 강독회 운영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0664

제주신보

2018.03.28.

제주고전 강독회 수강생 모집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808

제주의소리

2018.09.04.

제주학연구센터, 현종 시기 승정원일기 제주 내용 번역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9536

미디어제주

2019.09.06.

"조선시대 제주 이야기, 이 자료집 보면 알아요!”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218

제주매일

2018.10.03.

고문헌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 살핀다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84924

한라일보

2018.10.04.

17세기 제주사회 소송으로 권리구제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8740768609575036

제민일보

2018.12.03.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우인 고수선 평전 발간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960

제주일보

2018.12.03.

제주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853

제주新보

2018.12.03.

애국지사 고수선의 생애 발자취를 찾아서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632

제주매일

2018.12.04.

제주 근현대사와 궤적 함게 한 제주 최초의 여의사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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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사업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시행 기간(2013~2017) 종료에 따른 ｢제주어 보전 및 육
성 조례｣(조례 제1808호)에 근거한 법정 계획 수립.
-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임.

○

제주어의 가치 선양과 제주 문화 발전 목표
- 제주어의 위상 강화를 위한 문화 환경 조성
- 제주어 보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 체계 수립
- 제주어의 정보화와 대중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확보

사업 범위 및 방법
○

사업기간 : 2018. 4. 6.~2018. 10. 30.

○

연 구 진 : 김순자(책임연구)

○

공동연구 : 강영봉(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장) 강세현(제주한라대 교수) 오창명(제주국제
대 교수),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

연구내용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4조 ③항의 8개 과제에 따른 추진 계획 수립
-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성과 검토
- 제2차 기본 계획에 따른 제주어 사업 조사와 평가를 통한 추진 과제 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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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지 개발 및 설문 조사
- 설문조사(일반인,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결과
반영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의 추진 과제 및 세부 과제 선정

○

제주어 정책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수행함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 결과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2018~2022)과 설문지 개발
- 제주어 정책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진, 자문위 구성하여 진행
- 기본 계획 수립 방향, 설문지 제작 논의
- <제1·2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검토, 설문지 검토
Ÿ

설문지는 ‘제주어 기본 계획 수립’ 관련 문항으로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4조 3항에 포함된 8가지를 근거로 작성함.

Ÿ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함.

Ÿ

설문 문항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4조 3항에 포함된 8가지 항목 관련
17개 문항으로 구성함.

Ÿ

설문 조사는 제주 도민 450명,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동일 항목, 동일 문항으
로 진행.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 검토
- 제3차 계획안 수립 근거, 목표, 수립 범위, 주요 추진과제, 항목별 세부 사업 내용
검토, 원고 분담 집필, 설문지 분석 등.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 초고 검토, 설문 분석 내용 검토 및 수정함.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을 위한 자문위원 회의 진행

○

제주어 보전 및 육성위원회 심의 거쳐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 확정

○

주요 추진 과제: 3개 분야 7개 추진 과제 27개 세부 과제 9,763백만원 투자 계획
- 제주어 위상 강화를 위한 문화 환경 조성 분야
Ÿ

5개년 동안 3,033백만 원 투자해 2개 추진 과제에 8개 세부 과제 시행

- 제주어 보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체계 수립 분야
Ÿ

5개년 동안 4,960백만 원 투자해 3개 추진 과제에 11개 세부 과제 시행

- 제주어 정보화와 대중화를 위한 기반 강화 분야
Ÿ

5개년 동안 1,770백만 원 투자해 2개 추진 과제에 8개 세부 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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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2018~2022)> 관련 기사 및 보도 영상 목록
- 한라일보, 2018년 8월 6일(월)
Ÿ

제주어 교육기관 지정•종합상담실 운영된다

Ÿ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3535512604023036

- 제민일보, 2018년 8월 6일(월)
Ÿ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제주어 만들기 추진”

Ÿ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468

- 제주MBC, 2018년 8월 6일(월)
Ÿ

(리포트)제주어 3차 발전기본계획 추진

Ÿ

http://www.jejumbc.com/newsTvD.do?menuCode=0303&searchDivisio
n=desk&newsTvId=145612

- 한라일보, 2018년 10월 14일(일)
Ÿ

“제주어 보전 조례 알고 있다” 23% 그쳐

Ÿ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9521552610260036

- 제주신보, 2018년 10월 1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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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어 보전 육성 위한 법률 장치 강화

Ÿ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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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일보, 2018년 10월 14일(일)
Ÿ

제주어 가치 선양·문화 발전 계획 수립

Ÿ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983

- 연합뉴스, 2018년 10월 15일(월)
Ÿ

제주도, 제주어 공문 병기·의무교육 특례 도입 추진

Ÿ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5/0200000000AKR20
181015138200056.HTML?input=1179m

- 제주신문, 2018년 10월 15일(월)
Ÿ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

Ÿ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95

- 파이낸셜뉴스, 2018년 10월 15일(월)
Ÿ

제주도, ‘소멸 위기’ 제주어 대중화·교원 양성 추진

Ÿ

http://www.fnnews.com/news/201810151625157622

- 제주매일, 2018년 10월 15일(월)
Ÿ

사라져가는 제주어 보전 최우선 과제 ‘대중화’

Ÿ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85215

- 미디어제주, 2018년 10월 15일(월)
Ÿ

제주어 표기법? 제주도민들도 70%가 “잘 몰라요”

Ÿ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078

- BBS NEWS, 2018년 10월 15일(월)
Ÿ

제주도, 제주어 발전 본격적으로 나서

Ÿ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939

- 제주일보, 2018년 10월 15일(월)
Ÿ

제주어 보전·육성 특례 만든다

Ÿ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599

- 헤드라인제주, 2018년 10월 15일(월)
Ÿ

‘소멸위기’ 제주어 활성화 문화환경 조성, 5년간 97억 원 투자

Ÿ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
733

- 제민일보, 2018년 10월 15일(월)
Ÿ

제주도, ‘제3차 제주어발전 기본계획’ 본격 추진

Ÿ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118

- 한국일보, 2018년 10월 15일(월)
Ÿ

“소멸위기 제주어 지키기 위해 제주도민 교육 필요”

Ÿ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151192051266?di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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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누리, 2018년 10월 15일(월)
Ÿ

웹사전, 인터넷도 제주어... ‘제주어 대중화’ 시동

Ÿ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8352

- 국제뉴스, 2018년 10월 15일(월)
Ÿ

‘제주어 발전과 보전’ 시급 추진과제...1순위 “제주어 대중화” 꼽아

Ÿ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822

- news1, 2018년 10월 15일(월)
Ÿ

제주도, 제3차 제주어발전 기본계획 추진...“제주어 대중화”

Ÿ

http://news1.kr/articles/?3450174

- 뉴시스, 2018년 10월 15일(월)
Ÿ

제주어 전문기관 지정운영...도 ‘제3차 제주어발전 기본계획’ 시동

Ÿ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5_0000442566&cID=1
0813&pID=10800

- 한겨레, 2018년 10월 15일(월)
Ÿ

사라져가는 ‘제주어’ 어떻게 보존하나

Ÿ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5873.html

- 제민일보, 2018년 10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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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설] 도민 체감하는 제주어 보존정책 만들어야

Ÿ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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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 제언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2018~2022년)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근거
하여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임.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5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과 예산
등을 담고 있는 제주어 종합 계획임.

○

제3차 기본 계획은 ‘제주어의 가치 선양과 제주 문화 발전’을 이념으로 하여 ‘제주어의
위상 강화를 위한 문화 환경 조성’, ‘제주어 보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 체계 수립’, ‘제주
어의 정보화와 대중화를 위한 기반 강화’를 목표로 수립됨.

○

주요 추진 과제: 3개 분야 7개 추진 과제 27개 세부 과제 9,763백만원 투자 계획
- 제주어 위상 강화를 위한 문화 환경 조성 분야(8개 세부 과제, 예산 3,033백만 원)
Ÿ

제주어 보전과 육성을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장치 강화(3개 세부 과제)

Ÿ

제주어의 홍보와 위상 강화(5개 세부 과제)

- 제주어 보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체계 수립 분야(11개 세부 과제, 예산 4,960백만 원)
Ÿ

제주어 교육 기반 조성과 프로그램 강화(3개 과제)

Ÿ

지속적인 제주어 조사와 자료 구축(4개 과제)

Ÿ

제주어 연구자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4개 과제)

- 제주어 정보화와 대중화를 위한 기반 강화 분야(8개 세부 과제, 예산 1,7770백만 원)

○

Ÿ

제주어 정보화를 위한 기반 구축(4개 과제)

Ÿ

제주어 대중화를 위한 사용 환경 개선(4개 과제)

정책 제언
- 제3차 기본 계획이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행정기관의 행정
적ㆍ재정적 지원이 수반될 때 가능함.
- 제주어의 전승과 보전은 일상생활과 교육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기
관, 교육 기관과 도민 사회 등이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어 보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 확충과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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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제6회 아름다운 제주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어를 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제주어 말하기와 글쓰기가 필요함.
-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위기의 언어 제주어를 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함.

○

제주어 말하기와 글쓰기는 소멸 위기 제주어 보전 방법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주어(語)
의 진면목 찾기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음.
- 사라지는 언어의 현실을 타개하고 제주말, 글 찾기 공모전을 통해 제주어를 제주의
숭고한 정신유산으로 재정립함.
- 이 사업은 단순 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어를 활용한 글쓰기와 동영상 제작
이라는 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함.

사업 범위 및 방법
○

사업 기간: 2018. 7.~2018. 11.

○

연구 개요: 인터넷 신문 제이누리와 공동으로 ‘제6회 아름다운 제주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 개최.
- 공모 기간: 2018년 7월 1일~10월 10일(3개월).
- 공모 분야: 제주어 동영상·제주어 글쓰기(제주어 시, 제주어 산문, 표준어 작품 제주
어 대역에서 선택) 부문 2개 분야
- 공모 방법과 내용: 전국 공모, 자유 주제
- 시상 내역: 대상 1명(제주학연구센터ㆍ제이누리 발행인상, 100만원 상당 상품권) 최
우수상 2명(〃, 50만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4명(〃, 30만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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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10만원 상당 상품권)
- 홍보 방법: 인터넷 신문 제이누리, 제주특별자치도 등 행정 기관의 누리집, 도내 언
론매체, 전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한 홍보함.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이누리, 제주어연구소 등 제주어 관련 기관 및 단체
누리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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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언론매체와 연계한 홍보활동

사업 결과
○

제6회 아름다운 제주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
- 응모 편수: 제주어 창작 시 부문 17편, 창작 산문 12편, 제주어·표준어 대역 6편,
제주어 동영상 부문 5편, 총 40 편 응모.
- 심사: 2018년 10월 25일 심사
Ÿ

심사위원: 김수열(시인) 오경임(동화작가)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 심사 결과: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상 4편, 장려 10편 등 17편 입상
Ÿ

대상: 현미경의 ‘나 초등교만 뎅겨나도 대통령헤실 건디’(글쓰기 부분)

Ÿ

최우수상: 김상수, ‘<동고량착>을 알암수과?’(글쓰기 부문)
배미희, ‘할로영산 신들-평화, 새로운 미래’(동영상 부문)

Ÿ

우수상: 양혜린의 ‘터 잘  ’, 최화정의 ‘울 어멍은 영 습디다’,
김영아의 ‘불턱 앞의서’(이상, 글쓰기 부문)
김성연의 ‘곶자왈’(동영상 부문)

Ÿ

장려상: 이순영의 ‘보리밧듸서’ 등 10편

- 시상식: 2018년 11월 3일 김만덕 기념관
Ÿ

시상, 대상과 최우수작 발표, 심사평 등 진행

- 입상 작품집 발간: <나 초등교만 뎅겨나도 대통령헤실 건디>(3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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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제주어 보존, 제주어 찾기’공모전 관련 기사
- 제이누리, 2018년 7월 20일(금)
Ÿ

<제이누리>가 아름다운 제주말, 글을 찾습니다

Ÿ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7630

- 제이누리, 2018년 10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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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름다운 제주어 찾기’ 공모전, 대상은 현미경 씨

Ÿ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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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 제언
○

제주학 관련 연계 제주어 공모 사업으로 인터넷신문 ‘제이누리’와 공동 사업으로 진행함

○

제주어 공모 사업은 제주어를 주제로 한 제주어 콘테츠를 개발하고 제주어에 대한 관심
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줌.
- 사업명: 제6회 아름다운 제주말ㆍ글 찾기-제주어 공모전
- 사업 기간: 2018. 7. 1.~2018. 11. 30.
- 공모 내용과 방법: 자유 주제, 전국 공모
- 공모 결과: 응모 편수: 제주어 창작 시 부문 17편, 창작 산문 12편, 제주어·표준어
대역 6편, 제주어 동영상 부문 5편, 총 40 편 응모.
- 심사: 2018년 10월 25일 심사
Ÿ

심사위원: 김수열(시인) 오경임(동화작가)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 심사 결과: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상 4편, 장려 10편 등 17편 입상
Ÿ

대상: 현미경의 ‘나 초등교만 뎅겨나도 대통령헤실 건디’(글쓰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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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최우수상: 김상수, ‘<동고량착>을 알암수과?’(글쓰기 부문)
배미희, ‘할로영산 신들-평화, 새로운 미래’(동영상 부문)

Ÿ

우수상: 양혜린의 ‘터 잘  ’, 최화정의 ‘울 어멍은 영 습디다’,
김영아의 ‘불턱 앞의서’(이상, 글쓰기 부문)
김성연의 ‘곶자왈’(동영상 부문)

Ÿ

장려상: 이순영의 ‘보리밧듸서’ 등 10편

- 시상식: 2018년 11월 3일 김만덕 기념관
Ÿ

시상, 대상과 최우수작 발표, 심사평 등 진행

- 입상 작품집 <나 초등교만 뎅겨나도 대통령헤실 건디> 발간(300부)
○

심사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질 좋은 작품들이 출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
서 보다 많은 작품,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하여 제주어의 가치를 높
이고 콘텐츠 확대 차원에서 공모전 규모를 키울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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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제주어 세미나 지원 사업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어 표기법이 전문가에 따라 달리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요
구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주어 표기법(제주도고시 제2014-115호, 2014. 7. 18.)’과
제주방언연구회가 제정한 ‘제주어 표기법’(1995.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의 기준이
됨) 가운데 표기 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음.

○

혼란을 겪는 ‘제주어 표기법’의 재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함.
-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제주어 표기법’개정의 시발점으로 삼아 제주특별자치도
에‘제주어 표기법’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제주어의 올바른 전승과 제주어 정립을 위해‘제주어 표기법’통일안 구축을 위한 토
대를 마련할 수 있음.

사업 범위 및 방법
○

개요: 제주학 관련 세미나 지원 사업 일환으로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와 공동 주관으로
마련한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임.
- 일시: 2018년 6월 16일(토) 15시~18시
- 장소: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체험관 2층 시청각실.

○

토론 주제와 발표자, 토론자
- 주제 발표
Ÿ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단상(강영봉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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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어 표기법’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양전형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 토론
Ÿ

문덕찬(노형중학교 교장), 문혜숙(제주동광초등학교 교사), 강원희(사단법인 제주
어보전회),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사업 결과
○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에서 2014년 제정 고시된 제주어 표기법 개정 필요성 제기됨

○

이 토론회는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의 제안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
업임

○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
- 주제발표 1: 강영봉(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단상’
Ÿ

제주도 고시 제주어 표기법의 표기 대상, 선어말 어미, 한자어 표기 문제, 파생어
등을 짚으며 해당 제주어 표기법이 지역 방언 중심의 표기법으로 수정되어야 함.

Ÿ

‘암시/엄시’, ‘앗/엇’처럼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선어말어미는 어느한쪽 주장
을 표기에 반영해서는 안 되고, ‘ㅯ’과 같은 현대국어에 없는 겹받침 표기가 제주
어 표기법이 어렵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며 받침 다음에 자음이 오면 ‘ㅁ’과
된소리로 분리해 쓰는 등 음소적 표기를 적용해야 함.

- 주제발표 2: 양전형(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제주어 표기법>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Ÿ

현재의 제주어표기법은 제주도 의뢰에 따라 제주어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연구된
제주어 표기방법을 언중들이 통용하도록 논의를 거친 후 확정 고시한 최초의 기본
지침이다. 설령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주어 사용자들이 지켜나
가야 할 기준임.

Ÿ

언어사용자들로부터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는 부분은 발전된 방향으로 논
의·합의하고 개정고시를 하면 좋을 것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음.

- 토론: 문덕찬(노형중 교장)
Ÿ

제주어 표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지금처럼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가
다보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매,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르고 평행성을 달릴 때
양측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앞으로 개정 작업에서 참고해야 함.

○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토대로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 ‘제주어 표기법
개정’ 과제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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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어 표기법’토론회 개최 및 진행 관련 기사 모음
- 헤드라인제주, 2018년 6월 11일
Ÿ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 16일 개최

Ÿ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7
632)

- 한라일보, 2018년 6월 12일(화)
Ÿ

각기 다른 제주어표기법 어떻게 할 것인가

Ÿ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8761622598689036

- 미디어제주, 2018년 6월 12일(화)
Ÿ

서로 다른 제주어 표기법 통일합시다

Ÿ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58

- 제주매일, 2018년 6월 12일(화)
Ÿ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 오는 16일

Ÿ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81367

- 제민일보, 2018년 6월 12일(화)
Ÿ

‘제주어표기법’ 어떻게 할 것인가

Ÿ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344

- 제민일보, 2018년 6월 17일(일)
Ÿ

“제주어표기법 지역방언으로 통일해야”

Ÿ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057

- 한라일보, 2018년 6월 16일(토)
Ÿ

“2014년 제주도 제정 제주어 표기법 개정해야”

Ÿ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9151690599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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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 제언
○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를 계기로하여 현행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제주어 표기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

이를 토대로 하여 제주어 전문가, 제주어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 협의하여 제주어 표기
법 개정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주어 표기법 개정’을
세부 과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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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세계 섬 평화네트워크 구축사업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개요
○

사업필요성
- 4․3 7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유명 섬들이 겪었던 전쟁과 민간인 집단희생의 사례
및 비극의 과거 역사와 현재 상황,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의
필요성.
- 국제학술포럼을 통하여 동아시아 냉전경관과 평화관광의 가능성 모색 및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프로그램
- 대 회 명 : 4･3 70주년 기념 『섬 평화 포럼 : 동아시아의 냉전경관과 평화』
- 주최 및 주관
Ÿ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Ÿ

주관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홋카이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원, 대만국립사범대학 동아시아학과

- 시

기 : 2018년 07월 12일(목) ~ 13일(금)

- 장

소 : 제주칼호텔

사업목적
○

4․3 70주년을 맞아 섬 평화 포럼 개최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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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섬 평화포럼 개최 3개국 20여명 국내외 학자 참석

○

동아시아 냉전경관과 평화 네트워크 구축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홋카이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원
- 대만국립사범대학 동아시아학과 등

사업성과
○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섬들 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및 4․3연구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제주학의 글로벌 연계성 구축

○

연합뉴스(2018.07.12.), 헤드라인제주(2018.07.10.), 한라일보(2018.07.10.), 일간제
주(2018.07.10.), 제주의 소리(2018.07.10.), 제주일보(2018.07.10.),
제민일보(2018.07.10.), 제주도민일보(2018. 07.10), 시사제주(2018.07.10.),
제주매일(2018.07.10.), 제주투데이(2018.07.10.) 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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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일제 강제연행 재일제주인
이주 경로 추적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개요
○

추진 방향
-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연행에 대한 추가조사
- 일제강점기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강제연행된 재일제주인 1세의 발자취를 추적하
고 그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고증함

○

추진 개요
- 조사방법 : 문헌조사, 현지조사, 면담조사
- 조사내용 : 병력･노무동원 실태, 강제동원 희생자 명부 파악
- 사업기간 : 2018. 2. ~ 2018. 12.
- 사 업 비 : 50,000천원
- 소관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추진실적
○

연구 범위
- 지역 : 일본 8개 지방 중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 지방에 국한하여 실시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熊本,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児島, 오키나와沖縄 등 8개 현県).
- 대상자 : 일본 각 지역에 있는 강제연행 관련 비(碑) 조사,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수
집자료, 기관방문(역사 사료관, 자료관, 박물관 등), 면담 조사(연구자 및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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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제주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심의‧결과 현황, 행정안
전부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竹内康人編(2015), 戦時朝鮮人強
制労働調査資料集(増補改訂版)-連行先一覧‧全国地図‧死亡者名簿’, 일본 강제동원
관련 저서, 논문,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진행
- 현지조사
Ÿ

국내 현지조사 : 2018년 7월 23일(월)부터 7월 24일(화)까지 국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Ÿ

일본 현지조사(1차) : 2018년 6월 28일(목)부터 7월 8일(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沖縄)지방을 중심으로 실시

Ÿ

일본 현지조사(2차) : 2018년 7월 25일(수)부터 8월 3일(금)까지 일본 후쿠오카
(福岡)지방을 중심으로 실시

Ÿ

일본 현지조사(3차) : 2018년 8월 9일(목)부터 8월 20일(월)까지 일본 사가(佐
賀),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熊本),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
児島) 지방 등 6개 현(県)을 중심으로 실시

Ÿ

일본 현지조사(4차) : 2018년 11월 7일(수)부터 11월 12일(월)까지 미조사 지역
일본 후쿠오카(福岡) 지방을 중심으로 실시

사업성과
○

명부자료를 통한 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파악

국가기록원 제공 제주인 관련 명부자료
철 제목

연행지

제주인
관련 건수

가미오카(신강)광산희생자명부(기부현)

가미오카광산희생자명부(35명)

일본기부현신강광산

1

가와니시(천서)항공기명부(병고현)

가와니시항공기주식회사(38명)

일본병고현천서항공기주식회사

3

공원명부등육군관아
(수품양말병기보급창등)

항공창(40명)

공원명표상모육군조병창대판육군조병창

야(63명)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귀성선주소명부(정기료)(452명)

구일본육·해군징용선사망자명부

구일본육해군징용선사망자
(2614명)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해군군인이력원표
군속선원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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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제목

3
1
일본오해군공창정기료
(日本吳海軍工廠正氣療)

2
370
1,453
304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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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제목

명부 제목

연행지

제주인
관련 건수

군인·군속사몰자명부

2

군인·군속사몰자명부(오,복강복원부)

9

나가사끼(장기)조선인피폭자명부

장기조선인피폭자(2251명)

일본장기현(나가사키)

탄광재해(114명)

일본삼송원편조원순직자(삼호가
문서북구주시)-三松園遍照院殉
職者(三好家文書北九州市)

4

중국산동청도

3

노동원 사망자명부(각도)
매화장인허원부(이근군도야촌역장) 및
과거장

12
3

명부록
병상일지[비공개]

39

병적전시명부[비공개]

196

부로명표[비공개]

100

비바이(미패)탄갱사망자명부(북해도)

소위조선인징용자등에관한명부

비바이(미패)탄갱사망자명부(552명)

일본북해도미패탄갱
(日本北海道美唄炭坑)

3692공장무도대편람(2176명)

일본북해도3692공장무도대

4

대일본산업보국회-복강현지부
(314명)

일본복강현삼릉반총광업소

1

만자탄광주식회사(1001-1133명)

일본북해도

2

신황내광업소(68명)
평화광업소(50명)
평화광업소평화광(13명)

3
일본북해도탄광기선주식회사
신황내광업소

평화광업소평화광(35명)
수미토모(주우)전공명부(병고현)

수미토모(주우)전공주식회사(39명)

24

1
13
35

일본병고현주우전공

왜정시 피징용자명부

3
1,583

유골명부(구육군부,구해군부,일반부)

117

유수명부

840

육군운수부군속명부

10

일정시피징병자급애국운동자명부
(제주도)

일제하피징용자명부

1,718
상반탄전조선인노동자순직자명부
일본복강현상반탄전
(310명)
순직산업인및유족조사보고서명부
일본북해도
-북해도(207명)
순직산업인유족조사보고서명부
일본대판부
-자하현(2명)경도부(1명)대판부(3명)

3
11
2

임시군인군속계

976

자유한인보(7호)

16

제2차세계대전중전몰한국인유족에대한향
전금지급명세서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조선인육군군인조사
쯔모(도무)광산의연행자명부(도근현)
강제노동화강광산사망자명부
태평양전쟁한국인전몰자유골명부
태평양전쟁희생자명부
피징용사망자연명부
화장인허증및변재보고서(장기)

제주도신청분

90
377
154
일본도근현도무광산

일본장기현

2
77
41
6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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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사 결과
- 일본 현지 조사 지역
지방

현(県)

후쿠오카(福岡)현

사가(佐賀)현

규슈
(九州)

조사지역
다가와(田川)시, 미야와카(宮若)시, 기타규슈(北九州)시,
이이즈카(飯塚)시, 오무타(大牟田)시, 아카이케쵸(赤池町),
케이센쵸(桂川町), 소에다쵸(添田町), 고다케쵸(小竹町),
이토다쵸(糸田町),
가라츠(唐津)시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長崎)시, 이키(壱岐)시 아시베쵸(芦辺町)

구마모토(熊本)현

아라오(荒尾)시, 야츠시로(八代)시

오이타(大分)현
미야자키(宮崎)현
가고시마(鹿児島)현

오키나와(沖縄)현

오이타(大分)시
미야자키(宮崎)시
가노야(鹿屋)시, 지란(知覧)시
나하(那覇)시，이토만(糸満)시, 기노완(宜野湾)시,
요미탄손(読谷村), 시마지리군(島尻郡)
도카시키지마(渡嘉敷島), 미야코지마(宮古島),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야에세초(八重瀬町)

- 강제동원 관련 비(碑)의 특성
Ÿ

일본에서 강제연행 사망자를 애도하는 묘비(위령비, 추모비, 추도비 등)는 일본 전
역에 138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Ÿ

이 가운데 강제연행과 관련된 비는 85기, 관동대지진 19기, 위안부 5기 등으로
구분됨

Ÿ

조선인 강제연행 관련 묘비는 후쿠오카(福岡) 16기, 훗카이도(北海道)‧도쿄(東京)‧
오사카(大阪) 각각 10기, 오키나와(沖縄) 8기, 지바(千葉) 7기, 사이타마(埼玉)‧시
즈오카(静岡)‧효고(兵庫)‧나가사키(長崎) 각각 6기 등으로 일본 31개 지역에 건립
되어 분포하고 있음

Ÿ

아직도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을 비롯하여 발견되지 않은 유골이 일
본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강제동원 관련 비(추도비, 추모비, 위령비 등)가
세워져 있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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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

찾아가는 제주문화 아카데미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개요
○

제주학의 전국화 도모
- 제주학 교육사업이 도내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제주학의 전국화를 도모하기 위
한 계기 마련 필요성 증대
Ÿ

○

서울 시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추진

제주학 교육사업 추진
- 제주학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양질의 제주학 교육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추진실적
○

교육 실시
- 상반기 강좌
회차

일자

주제

강사

1강

3월 15일(목)

제주를 읽는 열두가지
테마:사진아카이브로 제주를 읽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

2강

3월 22일(목)

왜 이어도인가

고충석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3강

3월 29일(목)

망각에 대한 투쟁-4.3 70주년을
맞으면서

현기영
(소설가)

4강

4월 5일(목)

예술로 재구성한 역사-제주
4.3항쟁을 중심으로

김수열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589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회차

일자

주제

강사

5강

4월 12일(목)

목장과 목축문화로 보는
제주도민의 생활사

강만익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6강

4월 19일(목)

세계 속의 제주식물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 하반기 강좌
회차

일자

주제

강 사

1강

10월 16일(화)

제주, 그 아름다움 너머

강정효
(제주민예총 이사장)

2강

10월 23일(화) 제주해녀의 일상의례와 김녕 잠수굿

3강

10월 31일(수)

제주해녀의 음식문화

양용진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장)

4강

11월 6일(화)

제주해녀, 바다에서 삶을 건지다

채지애
(삼달어촌계 소속 5년차 해녀)

5강

11월 13일(화)

제주도의 또 다른 문화, 유배

양진건
(제주대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장)

6강

11월 20일(화)

제주를 그린 옛그림

최열
(미술평론가)

서순실
(제주큰굿보존회 회장)

- 특강
일자

주제

강사

12월 4일(화)

고려시대 동아시아 해상교류와 제주

이진한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

수강생 총 505명(상반기 317명, 하반기 161명, 특강 27명)

사업성과
○

제주학 전국화의 계기 마련
- 총 13회 강의개최와 505명의 수강생을 배출함으로써, 제주학이 제주도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서울이라는 국가 중심부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수강생들이 제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향후 제주 이주 및 정주 시 자연스럽게 적응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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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 사업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개요
○

2018년 현재 제주도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정보와 자료 집대성
- 2006년 도지 발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의 변화상을 반영한 도지 편찬 필요
성이 대두함. 특히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현재까지의 제주지역 모
습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자료 축적이 요구됨

○

제주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도지 집필 청탁
- 도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기록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요구됨. 따라
서 제주도 관련 각 분야 전문가에게 도지 집필을 청탁하여 도지의 공신력을 확보하
고자 함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2019년 4월

추진실적
○

도지 편찬위원회 구성
- 편찬위원회 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총 19명의 편찬위원 위촉
- 도지 편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도지 편집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장 조성윤 교수(제주대, 편찬위원회 부위원장)를 비롯한 총 8명의 편집위원
위촉
- 편집위원들의 추천 등으로 총 117분야의 원고 집필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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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집필 관리
- 각 집필자들에게 원고 청탁서 발송 및 작성 원고 수합
- 수합된 원고는 전문 교정‧교열자에게 의뢰하여 교정 및 교열 진행

○

인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계약
- 2018년 12월말 현재, 인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
- 1월 초 선정 업체와 계약 후, 4월까지 인쇄 및 배포 완료 계획 중

사업성과
○

117분야 원고 완료
- 2018년 12월까지 각 분야 원고 수합 완료
- 전문 교정‧교열자를 통하여 교정 및 교열 완료
- 제주도 관련 전 분야에 관한 정보와 자료 수합 완료

○

사업 연장으로 추후 성과 평가 기대
- 사업 기간 연장(당초 2018년 12월에서 2019년 4월로 연장)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
성과 평가는 어려움
- 보다 완성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 발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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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제주해녀문화유산사업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사업개요
○

제주해녀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다면적 가치들의 발굴 및 공유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연구사업

○

UN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

주요사업내용
- 제주해녀어업유산사업
- 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활동 사업
- 2018년 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사업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 해녀어업 보존·발전 포럼 및 전국해녀 교류행사

○

사업기간: 2018. 4. ~ 2018. 12.

추진실적
○

제주해녀어업 FAO GIAHS 등재신청 완료
- FAO GIAHS 등재신청 기준에 따른 제주해녀문화유산의 신규가치 발굴
Ÿ

식량 및 생계확보수단

Ÿ

해양생물 종다양성 유지

Ÿ

전통지식체계

Ÿ

문화와 사회조직

Ÿ

문화경관특성

- FAO GIAHS 등재신청서 작성 및 제출
Ÿ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등재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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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등재신청서(영문본) 작성 및 FAO 제출

제주해녀어업시스템 FAO GIAHS 등재신청서

○

제주해녀어업의 다면적 가치에 대한 국내외 학술행사 및 홍보 추진
- 일본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유산학회(ERAHS) 참가를 통한 제주해녀어업의 가치에 대
한 국제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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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주해녀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홍보

Ÿ

제주해녀어업시스템에 대한 학술적 논의

Ÿ

관련 사진

2018 사업추진 실적

- 제주해녀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제주해녀의 다면적 가치에 대한 학술적 논의 추진
Ÿ

FAO 과학자문위원단(Scientific Advisory Group)을 초청하여, 제주해녀어업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Ÿ

해외의 저명한 해양생물학자들을 초청하여, 제주해녀어업의 새로운 가치 발굴 가
능성 모색

Ÿ

제
주
학
연
구
센
터

행사사진

- 제주해녀문화의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주년 기념학술대회 개최
Ÿ

제주해녀항일투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 모색을 통한 제주해녀문화의 사회문화적
의미 재조명

Ÿ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제언

Ÿ

행사사진

- 해녀어업 보존·발전 포럼 및 전국해녀 교류행사 개최
Ÿ

제주해녀어업의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 마련

Ÿ

해녀어업 보존발전을 위한 전국해녀 교류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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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제주해녀어업 FAO GIAHS 등재신청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주해녀어업에 대한 무형적
(인류학적) 접근에 치중되어 있는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제주해녀어업의 경제적·역사
적·사회적·문화적인 다면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는 계기 마련

○

FAO 과학자문위원단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제주해녀어업에 대한
공동연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초석 마련

○

제주해녀어업의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아이템 신규 발굴을 통한 제주도 안거리·
밖거리 주거문화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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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학술적 공유

○

주요 언론 보도자료 목록
매체명

날 짜

제목 및 내용

헤드라인제주

2018.9.13

2018 제주해녀국제학술대회 18일 개최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666)

제민일보

2018.9.13

제주해녀어업유산 GIAHS 등재 공감대 마련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915)

한라일보

2018.9.14

'제주해녀, 미래유산의 길을 묻다' 학술대회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6883602607814036)

연합뉴스

2018.9.14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박차" 제주해녀국제학술대회 18일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4094200056?input=1195m)

제주의 소리

2018.9.14

제주학연구센터, 17일 제주해녀국제학술대회 개최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9867)

한겨레

2018.9.16

제주해녀는 ‘오래된 미래’가 될 수 있을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2255.html#csidxde0c26f5b52257
5bff894ced0c4d77e)

제주신보

2018.9.18

일제강점기 해녀 노동 가치 크게 부각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1892)

연합뉴스

2018.9.18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 제주해녀 가치 학술대회 열려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8082900056?input=1195m)

제민일보

2018.9.18

제주해녀어업유산 GIAHS 등재 가능성 확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576)

한라일보

2018.9.18

중요농업유산 보존 위해 규제보다 적극 활용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7258237608182036)

한라일보

2018.9.18

제주 해녀 지식 기후변화 대비 바다 회복 역할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7265713608212036)

2018 사업추진 실적

매체명

날 짜

제목 및 내용

제주의 소리

2018.9.19

사물인터넷-제주해녀 조합이 가져올 미래는?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9979)

한라일보

2018.9.19

제주해녀, 미래유산의 길을 묻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7283537608252184)

제주일보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2주년 학술대회‧음악회 등 개최
2018.11.27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450)

한라일보

2018.11.27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2주년 행사 풍성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43299828614435073)

헤드라인제주

2018.11.27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2주년 기념행사 개최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9911)

연합뉴스

2018.11.27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2주년 기념행사 30일 개막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7133400056?input=1195m)

제민일보

2018.11.27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2주년…도, 다양한 행사 개최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027)

뉴시스

2018.11.27

제주 해녀, 문화·가치·생애사·보전방안 재조명
(https://news.joins.com/article/23158953)

JIBS

2018.11.30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2주년 기념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624)

한라일보

2018.11.30

해녀 생활 반영된 안거리-밖거리 세계문화유산 등재해야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43568399614791073)

제주일보

2018.11.30

제주해녀 인식 확보와 장기 지원대책 필요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703)

연합뉴스

2018.11.30

3·1운동 100주년…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체계화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81130078100056?input=1195m)

KBS

2018.11.30

제주해녀항일운동 집중조명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5657)

한국일보

2018.12.1

해녀 숨결 느끼며 ‘숨비소리길’ 걸어요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21686780000?did=NA&d
type=&dtypecode=)

연합뉴스

2018.12.1

제주해녀 숨비소리길 개장
(https://www.yna.co.kr/view/PYH20181201028400056?input=1196m)

제주신보

2018.12.2

해녀해방운동, 해녀 권리 주장하면서 시작돼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532)

제
주
학
연
구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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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제주어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18. 3.~2018. 12. 31.

○

참여 연구진

○

참여자

소속

전공

연구 역할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1리

김보향

제주대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도민요)

한경면 청수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면 수망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

표선면 성읍1리

현혜림

제주대 국문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사업 목적과 방법
: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 대역과 주석 작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제주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5년 구술 채록 조사 지역 12개 지점 중 10개 지점의 구술 자료 선정하여 보강
조사와 전사, 표준어 대역 작업, 주석 작업 진행.
Ÿ

대상 지역: 조천읍 함덕리, 구좌읍 한동리, 성산읍 삼달리, 표선면 성읍리,
남원읍 수망리, 서귀포시 하원리, 안덕면 대평리, 대정읍 신도리,
애월읍 고내리, 한경면 청수리 구술 채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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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추진 실적

○

제주어 전문가를 원고 교열 및 감수 위원으로 선정하여 오류를 최소하함.

○

2018년 구술 채록 표준어 대역 보고서 10권 150질 발간해 관련 기관과 단체, 도서관
등에 보급.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추진 실적
○

사업 추진 과정
- 제주어 구술 채록의 표준어 대역 및 주석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월 1회
총 10회의 연구진 회의를 개최
Ÿ

연구진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이 일관성
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2015년 조사 지점 12 마을 중 10개 마을 구술 자료 제주어-표준어 대역
(마을별 10시간 내외) 작업 각권 150부 150질 발간
- 조천읍 함덕리, 구좌읍 한동리, 성산읍 삼달1리, 표선면 성읍1리, 남원읍 수망리,
서귀포시 하원리, 안덕면 대평리, 대정읍 신도리, 애월읍 고내리, 한경면 청수리
구술 자료

○

구술 자료(PDF 자료 변환) 제주학 아카이브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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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

2018년 구술 채록 표준어 대역 보고서(11~20권) 150질 발간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조천읍 함덕리(구술 한아섭 이용진, 채록ㆍ전사ㆍ
표준어대역: 김미진)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2-구좌읍 한동리(구술: 오문봉 오태봉, 채록ㆍ전사ㆍ
표준어 대역: 김보향),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3-성산읍 삼달리(구술: 김해생, 채록ㆍ전사ㆍ표준어
대역: 김미진)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4-표선면 성읍리(구술: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채록
ㆍ전사: 김순자, 표준어 대역: 허영선 김순자)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5-남원읍 수망리(구술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채록ㆍ전사ㆍ표준어대역: 최연미)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6-서귀포시 하원리(구술: 김기연 오연옥, 채록ㆍ전사
ㆍ표준어 대역: 김승연)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7-안덕면 대평리(구술: 김인숙 양성지, 채록ㆍ전사ㆍ
표준어 대역: 김성용)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8-대정읍 신도리(구술: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채록ㆍ전사ㆍ표준어 대역: 신우봉)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9-한경면 청수리(구술: 문창립 강성현 강대홍 오애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례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채록ㆍ전사ㆍ표준어 대역: 안민희)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0-애월읍 고내리(구술: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채록
ㆍ전사ㆍ표준어 대역: 김보향)

○

제주어 구술 채록 자료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자료를 PDF 자료로 변
환하여 제주학 아카이브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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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 관련 기관 등에 배부
- 도외(14질), 도내 대학 도서관(9질), 도내 도서관, 박물관, 교육청 등(29질), 언론사
(10질),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9질), 도의회(10질), 도청(5질), 사업 연구진 및
기타(24질), 선착순 제주도민 배포(20질), 보관용(20질)

○

언론보도 자료 배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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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 제언
○

제주도내 10개 마을의 배경, 제보자 일생, 농업, 어업, 축산업 등 생활상과 의식주, 통
과의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주어 구술 자료를 채록하고 표준어 작업을 함으로써 제주
어 구술 자료를 토대로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 확보는
물론 제주어 구술 자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

○

구술자료집의 표준어 대역과 주석은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수집, 전승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주어 구술 자료집은 각 기관과 도서관 등에 보급함으로써 제주어 교육 자료집 발간
등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제주어의 보전과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뿐 아니라 제주의
역사와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정립하는 기초 자료를 확충해 나간다는 점에서 조사
지점을 넓혀 지속적인 조사 연구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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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2018 제주어 대사전 편찬 사업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18. 8. ~2019. 3. 31.

○

연구진:
연구책임ㆍ총괄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오창명(제주국제대 교수) 신우봉(제주대학교 교수)
김미진(제주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
현혜림(연구보조)

○

연구 목적과 방법: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제주어를 이해하게 하는 한편, 제주어의 지속적인 보전과 그 지원을 위해 노
력해야 한다’는 목적에 따른 (가칭) 제주어대사전 발간 사업은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제주어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근간이 될 수 있음.

○

연구 범위: 제주어 전문가를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편찬 기본 계획 수립
- 제주어대사전 발간을 위한 편찬 지침 마련(진행 중)
- 제주어대사전 편찬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 개최(예정)
- (가칭) 제주어대사전 전산 입력을 위한 입력기 개발(전문 업체 의뢰 진행 중)
- 현지 조사(진행 중)

추진 실적
○

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진 회의 및 편찬 지침안 마련 중
- <제주어대사전 편찬 지침(안)> 작성 중

602

2018 사업추진 실적

제
주
학
연
구
센
터

○

제주어대사전 편찬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관련한 안내 및 연구자 섭외

사업 성과
○

제주어 대사전 편찬을 위한 지침 마련 중

○

제주어 대사전 편찬을 위한 집필기 개발 중

종합 및 정책 제언
○

제주어 대사전 발간 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 확보와 행정 지
원이 관건인 사업임.

○

<제주어 대사전>은 종이 사전에 그치지 말고 인터넷 환경에서 검색이 가능한 전자사전
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사전 발간을 위해 조사한 자료 등을 자료화할 수 있는 제주어 종합 누리집 구축과 함께
서둘러야 할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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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중앙)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필요성
-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필요성

○

Ÿ

새 주민들의 급속한 유입

Ÿ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과 주민들의 불만

Ÿ

소통 창구의 부재와 사회 자본의 손실

Ÿ

아카이빙을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 상생 전략

Ÿ

새 주민이 아닌 주민으로

Ÿ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분권시대 마을 주민 주도의 문화정책 수립 등

컨설팅 목표
- 문화적 개입방안을 통한 지역공동체 상생 문화 전략 모색
- 공동체를 둘러싼 변화된 환경 속 시민 스스로의 활동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
속가능한 공동체 유지

○

컨설팅 주요 과업
- 기본전략 : 아카이빙 과정에서부터 선주민들과 새 주민들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
을 마련해 나감. 새 주민들의 이주와 정착에 대한 생활・문화 아카이빙 자료를 공동
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단계에서부터 공동체 활용 전략까지 모색
- 아카이빙 이슈설정 : 주민 인터뷰, 간담회, FGI(Focus Group Interview)등을 통하
여 새 주민들에 대한 범주 설정 및 제주 이주와 정착에 대한 경로 파악과 생활・문
화에 대한 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범주 설정
- 아카이빙 방법론 및 매체 교육 : 아카이빙에 필요한 문헌조사, 구술사 수집방식, 매
체 등에 대한 참여 주민 교육
- 아카이빙 활동지원 : 아카이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들의 실질적
인 활동 지원
- 기획부터 활용 전략 수립 : 아카이빙 과정부터 활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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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 형식 지원과 컨설팅
- 아카이빙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 자원 및 소통 창구 마련 : 새주민 구술사 책자,
동네 팟캐스트, 마을 기록 전시 등 의 교류의 장 마련.
○

컨설팅 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컨설팅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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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단 회의
Ÿ

전문컨설팅회의는 사업 수행 기간 중 공식적으로는 총 5회 진행

Ÿ

전문컨설턴트와의 미팅은 비공식적으로는 수시 진행

Ÿ

컨설팅단 구성, 마을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논의

Ÿ

구체적 컨설팅 진행 과정 협의 및 개입방안 마련과 실행

- 마을 컨설팅(마을협력회의, 마을코디네이터)
Ÿ

컨설팅 기간 중 총 25회 진행

Ÿ

마을 현황 및 자원 조사

Ÿ

마을 주민대표 및 청년회와의 협력 회의 8회 실시

Ÿ

마을 주민들의 조반회 참석 및 간담회 2회 실시

Ÿ

마을 새 주민 구술아카이브 15회 실시

Ÿ

2019 세화1리 마을기록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창출

Ÿ

마을 선 주민과 새 주민들 간의 만남의 장 및 팟 캐스트 제작

Ÿ

마을 선 주민과 새 주민들과 함께하는 보고회 장 마련

Ÿ

마을 자생 단체 활동 및 마을 행사 연계

Ÿ

유사 사업 견학 : 원주 마을 기록화축제 방문 등

사업목적
○

새 주민 이주와 정착에 대한 아카이빙

○

새 주민들의 경험과 역량을 공동체의 역량으로

○

자발적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

지역 맞춤형 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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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구술사 아카이브-『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이주(異住)』 발간
- 새 주민 인터뷰를 통하여 획득한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과정을 바탕으로 구성
- 새 주민들의 세화1리로 이주하게 된 이주동기와 이주과정, 그리고 정착 과정들을 세
세하게 엮어냄.
- 설문지와 같은 딱딱한 조사 형태를 벗어나 그들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형태로 기술
- 세화1리 새 주민들의 이야기를 엮음과 동시에 새주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상생전략에
대해 엮음.

○

『표선의 아름다운 마을 세화1리 이야기』 발간
- 세화1리 새 주민들를 인터뷰하는 동안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개가 없
다는 사실을 발견함.
- 세화1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주학연구센터와 선
주민, 새 주민이 협력하여 마을 책자를 발간함.
- 세화1리 마을 주요 공간과 주민들에 대한 공감과 공유를 위해 제작
- 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마을을 소개하고 마을 탐방에 활
용 가능/향후 마을 사업에 활용.

○

세화1리 주민 ‘만남과 나눔의 장’
- 2018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세화1리
마을 주민들 간의 만남과 나눔의 장 마련하여 사업 과정 보고회 및 표선의 아름다운
마을 세화1리 책자 나눔.
- 세화1리 선주민과 새 주민간의 부담없는 자리를 마련하여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함.
- 선 주민과 새 주민이 함께 하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이주 팟캐스트 제작
- 컨설팅 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결과물(구술아카이브, 책자, 사진, 마을 지도 등)향유
- 만남과 나눔 자리를 통하여 전통적 공동체성과 새주민이 원하는 개체성에 대한 원만
한 관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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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업무협약
-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소도리네트워크

○

언론 기사
- 미디어제주(2018.12.20.), 제주의 소리(2018.12.20.), 한라일보(2018.12.20.),
제주신문(2018.12.20.), 제주일보(2018.12.20.) 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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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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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설치․운영

제서
주비
지스
역지
사원
회단

설립목적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

○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개선 등 사업의 정착화 촉진

○

사회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시장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조직 필요

주요 연혁
○

2013. 1. 22 :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설치․운영 지원 신청
※ 지원단 설치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13. 2. 12 :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공식 지정됨

○

2013. 3. 8 :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로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식 출범

○

2013. 5. 6 : 지원단 인적 구성 완료(5명) 및 본격 업무 시작

○

2016. 6. 1 : 제주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재 위탁 계약 체결

주요 사업
○

사회서비스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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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개발

○

사회서비스 홍보

○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Ⅰ. 사회서비스 교육·컨설팅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 제공기관 사업 이해도 향상을 통한 사업 조기 안착 지원
- 사업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 방향 :
- 교육대상자 유형 및 관련 업무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 제공기관 유형별 1:1 맞춤형 컨설팅 상시 운영

○

추진 방법 :
-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사업유형에 따른 제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운영

○

대 상 : 제공기관 대표, 실무책임자, 제공인력 등

○

주요 내용 :
- 제공기관 필수교육․직무교육, 사업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
- 등록 대비 사전 컨설팅, 신규기관 컨설팅, 품질관리 컨설팅 등

추진실적
○

사회서비스 교육
- 제공기관 직무교육 : 총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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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 상 : 제공기관 대표·실무자, 제공인력

Ÿ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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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교육 : 지침변경 사항, 인사노무, 성희롱 예방, 안전관리 등
· 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사회서비스 홍보·마케팅, 품질관리
우수사례 등
· 서비스 유형별 직무교육 : 행복수명과 성공적 노화, 아동청소년기의 심리적 성장
에 대한 이해와 대처, 가족상담의 이해, 심리상담기법(NLP)의 이해 등
- 신규 제공인력 필수교육 : 총 2회
Ÿ

대 상 : 신규 등록 제공기관 대표, 실무자, 제공인력

Ÿ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정책의 이해,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방향, 개
인정보 보호,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불만처리 기법 등

- 읍․면․동 사업담당자 교육 : 총 2회
Ÿ

대 상 : 도내 43개 읍․면․동 사업담당자

Ÿ

주요 내용 :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 및 운영, 사업 기준정보 변경사항,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힐링 프로그램

- 서비스 이용자 부모 교육 : 총 1회

○

Ÿ

대 상 : 서비스 이용자 부모, 관심 있는 제주도민

Ÿ

교육 내용 : 말 안 듣는/ 산만한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사회서비스 컨설팅
- 등록 예정 제공기관 컨설팅 : 총 81건
Ÿ

대 상 : 등록 예정 제공기관

Ÿ

주요 내용 : 사업소개 및 특징, 제공기관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법 안내 등

-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 총 16건
Ÿ

대 상 : 신규 제공기관

Ÿ

주요 내용 : 사업 운영 관련 서류작성법,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안내, 이용자 모
집 및 홍보, 결제방법, 주요 사업지침(안전관리, 보수교육 등) 안내 등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 총 12건
Ÿ

대 상 : 도내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Ÿ

주요 내용 : 점검 대비 컨설팅, 품질평가 컨설팅 등 제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사업성과
○

사회서비스 교육 : 총19회(63시간, 890명)

○

제공기관 컨설팅 : 총109회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도모
- 서비스 만족도 및 효과 향상에 기여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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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 운영 관리 효율성 제고

○

추진 방향 :
- 사회서비스 부정행위 사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품질향상
- 서비스 성과지표 관리를 통한 사업성과 관리 향상
- 서비스 기준정보 관리 및 개선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추진 방법 :
- 제공기관·이용자 대상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성과지표 선정 및 관리
- 서비스 품질개선 간담회 운영, 도외 우수 서비스 사례 답사

○

주요 내용 :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매뉴얼 제작․배포, 타 시도 우수 서비스 벤치마킹,
서비스 품질개선 간담회 개최 등

추진실적
○

서비스 매뉴얼 제작·배포 : 350부
- 일 시 : 상·하반기
- 배포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도내 제공기관 등
-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기준정보, 성과지표, 결제 원칙, 안전관리 기준 등

○

국내 우수 서비스 사례 조사 : 2회
- 강원지역 우수 서비스 사례 조사
Ÿ

일 시 : 2018. 3. 29

Ÿ

장 소 : 마음스쿨(강원)

Ÿ

대상사업 : 더 행복한 엄마서비스, 주 양육자와 함께 하는 놀이학교서비스

Ÿ

참석자 : 8명(제공기관 대표, 실무책임자, 제주·강원지원단)

Ÿ

주요 내용 : 서비스 제공현장 참관, 사업개발 배경 및 과정, 운영현황 공유 등

- 부산지역 우수 서비스 사례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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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 시 : 2018. 10. 30

Ÿ

장 소 : 로뎀나무사회서비스센터(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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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대상사업 : 행복한 중년 건강관리서비스

Ÿ

참석자 : 3명(기관 대표, 제주지원단)

Ÿ

주요 내용 : 서비스 제공현장 참관, 사업개발 배경 및 과정, 운영현황 공유 등

제공기관 모니터링 : 1회
- 일 시 : 2018. 3. 26 ~ 6. 7
- 대 상 :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주요 내용 : 서비스 제공 및 품질관리 적정성,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등

○

서비스 제공현장 모니터링 : 10회
제서
주비
지스
역지
사원
회단

- 일 시 : 2018. 8.2 ~ 9.27
- 대 상 :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등
- 장 소 : 도내 경로당, 체육시설, 학교, 주민센터 등
- 주요 내용 : 서비스 기준정보 준수 여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점검, 서비스 이
용자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의견 청취
○

서비스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
- 조사 기간 : 2018. 9. 10 ~ 12. 28
- 조사 대상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 조사 방법 : 1:1 전화조사
- 조사 내용 : 서비스 제공 적정성, 서비스 만족도 및 효과, 개선사항 등

○

서비스 품질개선 간담회 개최 : 6회
-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품질개선 간담회
Ÿ

일 시 : 2018. 2. 28

Ÿ

장 소 : 제주연구원 소회의실

Ÿ

주요 내용 : 기관 운영현황 공유, 품질개선 방안 논의, 사업 운영 애로사항 청취

- 임산부토탈케어서비스 품질개선 간담회
Ÿ

일 시 : 2018. 4. 13

Ÿ

장 소 :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Ÿ

참석자 : 4명(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 제주지원단)

Ÿ

주요 안건 : 기준정보 변경(안) 논의, 서비스 효과 측정 지표 검토, 제공기관 운영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Ÿ

일 시 : 2018. 6. 1

Ÿ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Ÿ

참석자 : 총 8명(사업담당자, 기관 대표 및 실무자, 지원단 등)

Ÿ

주요 내용 : 기준정보 변경사항 논의, 사업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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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방문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품질개선 간담회
Ÿ

일 시 : 2018. 8. 29

Ÿ

장 소 : 이어도돌봄센터

Ÿ

참석자 : 총 3명(기관 대표, 사업담당자, 제주지원단)

Ÿ

주요 내용 : 이용자 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현황 공유, 제공인력 교육 수
요조사, 사업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사업성과
○

서비스 매뉴얼 제작·배포 : 2회(350부)

○

제공기관 모니터링 : 31회

○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1회(1,110명)

○

서비스 제공현장 모니터링 : 10회

○

서비스 품질개선 간담회 운영 : 6회

○

우수 서비스 품질관리 사례 조사 : 2회

Ⅲ.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개발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수요 확충을 통한 사회서비스 신규시장 형성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추진 방향 :
-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및 공모전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개발

○

추진 방법 :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신규사업 공모전,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
킹,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신규사업 공모전, 우수 서비스 벤치마킹, 전문가 자
문회의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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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역주민 욕구조사
- 조사 기간 : 2018. 1. ~ 12.
- 조사 대상 : 도내 지역주민
-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인지도 및 욕구, 서비스 이용의사, 인구통계 특성 등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공모
- 공모 기간 : 2018. 9. 3 ~ 9. 27
- 공모 대상 : 관심 있는 도민(시설, 법인, 단체, 기업체, 대학 등)
- 공모 분야 :
Ÿ

노인 대상 사업 : 노인 정서지원, 치매 예방, 사회성 향상, 역량 개발 등 노인
의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Ÿ

성인 대상 사업 : 성인 건강관리 및 신체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Ÿ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 장애아동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서비스

- 공모 결과 : 총 8개 사업 접수 및 심사, 최종 2개 사업 선정
(성인건강코칭서비스,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국내 우수 제공기관 사례 조사
- 일 시 : 2018. 10. 30
- 장 소 : 로뎀나무사회서비스센터(부산)
- 대상 사업 : 행복한 중년 건강관리서비스
- 참석자 : 3명(기관 대표, 제주지원단)
- 주요 내용 : 서비스 제공현장 참관, 사업개발 배경 및 과정, 운영현황 공유 등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개발 회의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제주-충북지원단 간담회
Ÿ

일 시 : 2018. 10. 4

Ÿ

장 소 : 충북지원단

Ÿ

참석자 : 총 5명(제주지원단, 충북지원단)

Ÿ

주요 내용 : 지역개발형 사업 현황 및 우수 신규사업 발굴 사례 공유 및 논의

- 신규사업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Ÿ

일 시 : 2018. 11. 13

Ÿ

장 소 : 제주국제대학교

Ÿ

대상 사업 : 성인건강코칭서비스

Ÿ

참석자 : 총 2명(자문위원, 제주지원단)

Ÿ

주요 내용 : 신규사업 제안서, 기준정보(안) 검토 및 자문, 수정보완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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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Ÿ

일 시 : 2018. 11. 21

Ÿ

장 소 : 제주연구원

Ÿ

대상 사업 :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Ÿ

참석자 : 총 3명(자문위원, 제주지원단)

Ÿ

주요 내용 : 사업 제안서,기준정보(안) 검토 및 자문, 수정보완 사항 논의 등

- 신규사업 개발 회의
Ÿ

일 시 : 2018. 12. 12

Ÿ

장 소 : 제주연구원 용눈이오름 회의실

Ÿ

참석자 : 6명(제주지원단, 해당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

Ÿ

주요 내용 : 2019년 신규사업 계획서 검토 및 논의

사업성과
○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역주민 욕구 조사 : 3회(439명)

○

2019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공모전 : 1회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우수 서비스 벤치마킹 : 1회

○

전문가 자문회의 : 2회

○

2019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발굴 : 2건

Ⅳ. 사회서비스 홍보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사회서비스 인지도 향상 및 잠재 이용자
확대

○

추진 방향 :
- 사회서비스 접근성 취약 지역 대상 홍보
- 지역 축제 및 이벤트 연계 지역주민 대상 사회서비스 홍보관 운영
- 홈페이지, 웹진 등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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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홍보관 운영, 읍면․도서지역 사업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웹진
제작․배포, 유관기관 연계 홍보, 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추진실적
○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 운영 기간 : 2018. 01. ~ 12.
- 주요 내용 :

○

Ÿ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Ÿ

제공기관 홍보 및 사업 관련 정보 제공

Ÿ

제공인력 교육 홍보 및 등록․접수

Ÿ

이용자 모집일정 안내, 의견 수렴

Ÿ

지원단 소식, 주요일정,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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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 배포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도내 제공기관 등
- 주요 내용 :

○

Ÿ

2018년 사업개요(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가격 등)

Ÿ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Ÿ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등

2018년 지원단 웹진 발간 및 배포
- 배포 기관 : 제주도, 행정시, 도내 제공기관, 유관기관 등
- 주요 내용 : 사업지침 변경 안내, 지원단 소식 및 연간 교육일정 안내 등

○

2018년 사회서비스 홍보관 (제21회 들불축제 연계 운영)
- 일 시 : 2018. 3. 3.
- 장 소 : 제주시 새별오름 일대
- 운영 내용 : 사업 안내․상담, 홍보물 배포,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등

○

2018년 임산부토탈케어서비스 홍보관 (제7회 인구의날 연계 운영)
- 일 시 : 2018. 7. 1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 운영 내용 : 사업 안내․상담, 홍보물 배포,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등

○

2018년 제1차 성인심리지원서비스 홍보관(2018 서귀포시 행복나눔축제 연계 운영)
- 일 시 :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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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 운영 내용 : 사업 안내․상담, 홍보물 배포,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등
○

2018년 제2차 성인심리지원서비스 홍보관(2018 제주 정책박람회 연계 운영)
- 일 시 : 2018. 11. 2.
- 장 소 :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앞마당
- 운영 내용 :

○

Ÿ

참관객 대상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MBTI, 부모양육태도 검사, 스트레스 측정 등

Ÿ

사회서비스 홍보 : 퀴즈이벤트, 사업 안내 책자 배포

Ÿ

참관객 건강 체크 : 혈압·혈당 체크, 생활 스트레칭 등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 박람회
- 일 시 : 2018. 11. 17.
- 장 소 : 제주탐라문화광장
- 운영 내용 : 사업 안내․상담, 홍보물 배포,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사회서비
스 시연·체험 부스 운영 (임산부 체험 외 21개 프로그램 운영)

사업성과
○

사회서비스 홍보관 운영 : 5회(2,807명)

○

홈페이지 운영 : 105,283명

○

사업 안내책자 제작․배포 : 2회(8,000부)

○

웹진 발간․배포 : 4회

Ⅴ.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 공동사업 발굴․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효율화 및 활성화 도모
- 지원단 사업역량 및 외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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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 발굴․개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사업 추진
- 민간 합동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간담회, 포럼 등 운영
- 사업담당자 TF팀 회의 운영을 통한 사업정보 공유 및 관리 효율화
○

주요 내용 : 타 시도 지역교육 간담회 개최, 사업담당자 TF팀 운영, 타 시도 우수기관
사례 답사, 유관기관 연계 홍보 등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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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류 네트워크 구축
- 강원-제주 지역교류 간담회 개최
Ÿ

일 시 : 2018. 3. 15

Ÿ

장 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Ÿ

참석 대상 : 약 30여명(강원도 시군구 사업담당공무원, 강원·제주지원단 등)

Ÿ

주요 내용 :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서비스 품질관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광주-제주지원단 지역교류 간담회
Ÿ

일 시 : 2018. 11. 16

Ÿ

장 소 : 손기옥언어발달센터

Ÿ

참석 대상 : 광주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 광주지원단, 제주지원단

Ÿ

주요 내용 :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 소개 및 운영현황, 서비스 우수사례 공유 등

- 경북-제주지원단 지역교류 간담회
Ÿ

일 시 : 2018. 11. 23

Ÿ

장 소 : 영림언어평생교육지원연구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Ÿ

참석 대상 : 경북 시군구 담당공무원, 경북지원단, 제주지원단

Ÿ

주요 내용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출산및영유아용품렌탈서비스 소개 및 기관 사업
운영 공유, 질의응답 등

○

제주지역 사회서비스 민관 네트워크 구축
-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제주지역 민관 간담회 참석
Ÿ

일 시 : 2018. 11. 19

Ÿ

장 소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Ÿ

참석 대상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 담당자, 민간기관 담당자 등

Ÿ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지역 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
및 방향, 제주사회서비스원 추진 민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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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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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교류 간담회 개최 : 3회

○

민관 간담회 개최 : 1회

○

TF팀 회의 개최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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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책사업단 사업추진 실적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2018 사업추진 실적

●

연구사업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928호)」에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
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
행계획’수립을 명시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민주도의 읍면동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행정중심의 권역 균형
발전사업으로 구분됨
- 시행계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제주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당해년 사업을 발굴
Ÿ

지역격차란 지역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 즉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지역 간 차이를 말함

○

추진방향
- (발굴원칙) 읍·면·동별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 결과 및 지역균형발전 기
본계획,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 발굴
- (추진방법)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및 행정주도의 전략
사업 발굴 병행 추진
- (사업선정) 사업발굴 원칙 적합 여부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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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2018년 1월 ~ 12월

○

공간적 범위
- 본 계획의 기본적인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43개 읍·면·동 및 4대 권역으로 설정

○

연구의 방법
- 현황 분석 및 사례연구, 수요조사를 통한 시행계획 수립

연구결과
○

읍면동 사업 공모 개선방안 도출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전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 주민주도 공모의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및 역량 부족으로 사업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미흡함
Ÿ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모신청 시 사업장을 확보하며,
강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사업별 맞춤강사를 종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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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공모 선정 시, 지역별 편중 및 일부 지역의 참여 저조 사례가
발생함
Ÿ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공모 시 사전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간 고른 참여를 유도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업공모의 개선방안을 도출
현

행

(1) 공모신청
• 공모주체 : 읍·면·동(지역주민)
• 운영주체
- 사업 선정 후 익년도 협동조합 구성, 사
업장 임대 → 사업 지연

개선 방안

(1) 공모신청 개선
• 공모주체 : 선 구성된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등(읍·면·동장 추천)
• 운영주체
- 운영주체 : 공모주체와 동일

지전
역지
균원
형센
발터

- 사업장 : 기 확보 또는 예정지 확보
※ 선정 평가시 사업장 현장 확인
(2) 강사 등 인력 확보 및 집행
• 민간사업자 스스로 진행
• 검증절차 : 없음
• 지출기준 : 읍면동별 상이

(2) 강사 등 인력 확보 및 집행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내 강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 인력풀에 대한 공개 모집 → 심사(검증) → 사업별 강사
매칭 지원
• 지출기준 : 동등요건 인력에 대한 동일 지출 가능

(3) 1차년 사업 종료 후 지원
• 컨설팅 등 운영지원
• 예산 지원 : 없음
→ 사업 운영 어려움

(3) 1~3년차 강사 지원(자부담 원칙)
• 컨설팅 등 운영지원 계속
• 예산 지원 : 최대 3년간 강사 지원
• 센터 인력풀 활용으로 안정적/전문적 강사지원
- (1년차) 90% → (2~3년차) 50% 지원
⇒ 맞춤형 강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업 지속성 확보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시 : ‘16. 7. 1 ~ ‘17. 3. 30(9개월)
- 권역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 총 12개 사업 ⇒ 4개 시범사업(우선순위사업) 선정
- 권역 균형발전 시범사업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유관기관·관계부서 등과 협
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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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 균형발전 시범사업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사업선정 최종심의·선정 : ‘17.9.22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도민 토론회 개최 : ‘17.9.28 (제주웰컴센터)
- ‘18년도 본예산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공유재산심의 등) : 9~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권역 균형발전사업
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
시범사업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55 1,605 1,605 1,605

비고

계

11,557 4,687

주관부서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대정읍~안덕면) / (애월읍~한경면)

3,980 1,700

570

570

570

570 보건건강위생과

농기계 임대 사업
(성산읍~남원읍)

3,282 2,032

650

200

200

200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서귀포시 동지역)

2,580

540

510

510

510

510 지역공동체발전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조천읍~구좌읍)

1,715

415

325

325

325

325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정과

종합 및 정책제언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방안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컨설팅 지원
Ÿ

사업 현장점검 및 컨설팅은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찰·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자문하는 과정

Ÿ

사업 착수 이후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분석
후, 사전에 설정된 목적과 목표의 달성도 확인 또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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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컨설팅 운영 계획 및 추진 방안
Ÿ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설정된 목적과
목표의 달성도를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을 도출

Ÿ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추진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경우,
해당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검토를 실시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 사업평가 방안
Ÿ

1단계 : 평가체계 설정 단계로, 평가의 방법 및 항목(세부내용)을 설정하는 단계임

Ÿ

2단계 : 각 읍·면·동 차원에서의 자체평가로, 사업 추진 조사표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자발적인 검토를 하는 단계임

Ÿ

3단계 : 전문가(평가단) 평가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임

Ÿ

4단계 :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익년도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지전
역지
균원
형센
발터

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임
평가항목 도출
(1단계)

자체평가
(2단계)
⇨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및 평가단

서면 및 현장평가
(3단계)
⇨

읍·면·동 담당 공무원

심층평가
(4단계)
⇨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및 평가단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및 평가단

- 평가결과의 활용
Ÿ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
록 활용

Ÿ

사업관리 점검체계 구축 등 사업의 지속적 관리능력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사
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

Ÿ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써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타 지역으로의 사업모델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권역 균형발전 시범사업 지원 방안
- 시행기관 선정 및 예산 확보
Ÿ

권역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전문 민간조직에서 사업을 대행하
여 처리함

Ÿ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도청 주무부서인 ‘지역공동체 발전과’에서 지역균형발전 특
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함

○

권역 균형발전 시범사업 관리방안
- 권역 균형발전 시범사업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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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8년(1차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잘 된 점과 잘못 된 점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하여 2차 년도 운영방안을 계획함

Ÿ

1차 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운영상의 애로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모니
터링을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함

- 권역 주민협의체 운영
Ÿ

권역 주민협의체는 권역 균형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임

Ÿ

권역 주민협의체는 권역 주민수요조사 및 우선과제 선정, 권역 균형발전사업 발
굴, 권역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
의, 워크숍, 진행상황 보고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원
- 강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Ÿ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적합한 분야별 강사풀 시스템을 구축・운영

Ÿ

강사, 강의내용 등 정보제공, 사업별 프로그램 강사 매칭

Ÿ

검증된 강사지원 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은퇴교사, 경력단절 여성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

-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
Ÿ

민간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플랫폼 서비스를 행정 중심의 공공영역에서 응용ㆍ활
용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정책 홍보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

Ÿ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플랫폼 :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Ÿ

농기계 임대사업 플랫폼 :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원거리 지역인 동남부 지역에 대한
농기계 임대 거점을 신설·운영하며 온라인 농기계 정보 제공

Ÿ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농업인 일손부족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민관협력 인력소
개 사업을 실시하고 인력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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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운영인력
- 전담인력 : 고태호 센터장, 남윤섭 전문연구위원, 강연실 전문연구원, 강권오 전문연
구원, 정다혜 행정사무원

○

주요 업무내용
- 제주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
-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 및 사업 평가
-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지원 및 사업자들을 위한 워크숍 및 특강 진행 등

사업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제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추진 과정의 컨설팅 지원, 성과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추진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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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진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 2018년 제주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Ÿ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928호)」에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을 명시

Ÿ

2018년 제주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제주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Ÿ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오는 2018년 12월로 계획기간이 만
료됨에 따라 균형발전지원조례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함

Ÿ

균형발전지원조레에서는 읍·면·동 균형발전사업과 함께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2017년 3월,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의 내
용을 기초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2016-17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Ÿ

일시 : 2018. 5. 23 ~ 6. 29

Ÿ

대상 : 2015-17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21개 사업)

Ÿ

객관적 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사후 관리 및 운영방안의 방향성을 모
색하고 정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향후 후속 사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함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Ÿ

대상 : 2015-18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사업자

Ÿ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
의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함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분야별 도민 수요조사
Ÿ

대상 : 전 도민 대상

Ÿ

각 읍면동 별 지역균형발전 서비스 분야별 수요를 조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 상의 사업 발굴 및 도민 수요예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개선방
향 등을 모색하고자 수요조사를 진행함

○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 2015-18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현장 컨설팅 (54회)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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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상 : 2015-18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사업자

Ÿ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상·하반
기 정기 현장 컨설팅을 진행함

- 2015-18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수시 컨설팅 (33회)
Ÿ

일시 : 2018. 1. 1 ~ 12. 31

Ÿ

대상 : 2015-18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사업자

Ÿ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시
컨설팅을 진행함

지전
역지
균원
형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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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운영 지원
- 2018 함께해서 더 좋은 제주 공동체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Ÿ

일시 : 2018. 2. 21

Ÿ

대상 : 제주도민

Ÿ

각 중간지원조직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제주도민과 중간지원조직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동설명회를 개최함

- 2019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사업설명회 (13회)
Ÿ

일시 : 2018. 6. 18 ~ 6. 28

Ÿ

대상 : 지역주민 및 관계 공무원

Ÿ

2019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공모계획 및 가이드라인 안내 등

- 2019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공모 지원
Ÿ

일시 : 2018. 7. 23 ~ 9. 20

Ÿ

대상 : 2019년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사업

Ÿ

2019년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사업 조건부 선정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조건부로 선정 된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확보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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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7. 23 ~ 7. 31
8. 8 / 8. 21
8. 27 ~ 9. 11
9. 20

추진실적
2019년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사업 적합성 평가
2019년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사업 심사 소위원회
조건부 선정 사업 대상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
201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워크숍 및 특강
Ÿ

일시 : 2018. 7. 23 ~ 9. 20

Ÿ

대상 : 2018-19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사업자 및 전문강사

Ÿ

강사지원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강사풀에 등록된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사지원시
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회계 및 세무 특강과 사업교류 워크숍을 진행함
일시

○

추진실적

4. 16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전문강사 교류 워크숍

10. 18

지역균형발전사업 회계 및 세무 특강

12. 14

2018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성과보고회 및 사업교류 워크숍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타필요사업 시행
- 지역균형발전사업 홍보 동영상 제작
Ÿ

일시 : 2018. 11. 15 ~ 12. 10

Ÿ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및 권역별 균형발
전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데이터 및 기록물을 구축하기 위하여 홍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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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7개 분야에서 지역격차를 완화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하여 제주지역 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39개 사업(‘15
년: 10개,‘16년: 9개,‘17년: 6개,‘18년: 7개,‘19년: 7개)을 발굴하여 추진·운영 중
에 있음

○

주민 주도의 지역현안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
- 읍·면·동 지역 저발전 부문 개선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관련 연구 및 정책 제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쟁력 향상

○

체계적인 사업 지원방안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 도모
-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및 강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분야별 전문강
사 수급 및 강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업자들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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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읍면동 및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지원

사업개요
○

읍면동별 균형발전사업 지원
- 대상
Ÿ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사업자 및 읍면동 지역
균형발전사업 서비스 이용자

- 사업내용
Ÿ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
템 구축 및 운영

Ÿ

읍면동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
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기대효과
Ÿ

전문 강사풀 구축 및 운영, 연계 사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Ÿ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사업의
확장성 제고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운영 지원
- 대상
Ÿ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대표(주민자치위원장, 여성부위원장) 및
행정대표(동장, 읍장, 면장, 자문위원) 등

- 사업내용
Ÿ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권역 시범사업별 주민협의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워
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적기·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

Ÿ

권역별 주민협의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워크숍 등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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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권역별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 및 효율·효과성 제고

Ÿ

권역별 시범사업의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등

2018 사업추진 실적

추진실적
○

읍면동별 균형발전사업 지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Ÿ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강사 수급과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
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Ÿ

강사 모집, 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급, 페널티 부여 등 세부 계획을 구
축하여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

-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Ÿ

일시 : 2018. 6. 7 ~ 11. 30

Ÿ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발전을 위해 강사, 사업자 등의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 통
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함

-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DB 구축 자료 조사
Ÿ

일시 : 2018. 5. 14 ~ 8. 31

Ÿ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및 제주문화중개소 사업의 기초자료가 될 서
귀포시 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및 교육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기 위해 서귀포문화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조사를 진행함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운영 지원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회의 등(수시진행)
Ÿ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및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플랫폼 구축 관
련 업무 협의 등

Ÿ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모니터링 및 업무 지원, 관련 실무자 회의 등

Ÿ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설명회 및 발대식, 체험식 지원 등

- 설명회 개최
Ÿ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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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설명회

Ÿ

농기계 임대사업 설명회

Ÿ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설명회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일환으로 직접 추진)

- 만족도 조사 실시
Ÿ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제주문화중개
소 운영사업 일환으로 직접 추진)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제주농업인력지원
센터 운영사업

제주문화중개소
사업

주관부서/추진주체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의료원

동부농업기술센터

농협제주본부

세부내용
∙
∙
∙
∙

일시 : 2018. 11. 30(금) 10:00~12:00
장소 : 안덕면 상천리 노인회관
내용 : 사업 안내 등
참석인원 : 지역주민 및 권역 주민협의체 위원,
사업 관계자 등 20여명

∙
∙
∙
∙

일시 : 2018. 12. 5(수) 10:00~12:00
장소 : 한림읍 월림리 노인회관
내용 : 사업 안내 등
참석인원 : 지역주민 및 권역 주민협의체 위원,
사업 관계자 등 20여명

∙
∙
∙
∙

일시 : 2018. 12. 11(화) 10:00~14:00
장소 : 동부농업기술센터 세화사업장
내용 : 사업 안내, 사업장(공사현장) 견학 등
참석인원 : 권역 주민협의체 위원 및 사업 관계자
등 25명

∙
∙
∙
∙

일시 : 2018. 12. 4(화) 10:00~12:00
장소 : 구좌읍사무소 회의실
내용 : 사업 안내 및 추진상황 등
참석인원 : 권역 주민협의체 위원 및 사업 관계자
등 20여명

정책기획관실
∙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제주연구원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모니터링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사업성과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지원
-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및 강사비 지원을 통해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사업지속성
확보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
-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사업 홍
보, 사업의 확장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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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운영 지원
- 4개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에 대한 수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
진 및 운영에 기여
-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 설명 및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
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관심 확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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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6. 26 ~ 2018. 12. 31

○

운영인력
- 전담 인력 : 홍민아 위촉연구원, 이상운 연구보조원, 김해리 연구보조원
- 지원 인력 : 남윤섭 전문연구위원, 강연실 전문연구원, 강권오 전문연구원, 정다혜
연구원

○

주요 업무내용
- 제주 문화중개소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제주 문화중개소 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 제주 문화중개소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 문화활동가 양성 및 운영
- 기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업무

추진실적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관련 워크샵
- 읍면동 강사지원시스템 등록 전문강사 대상 설명회(1회)
Ÿ

일시 : 2018. 7. 27.(금).

Ÿ

대상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강사

Ÿ

세부내용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강사들을 대상
으로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명
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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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문화중개소 전문강사 대상 워크샵(2회)
Ÿ

일시 : (1차)2018. 8. 17(금) / (2차)2018. 8. 21(화)

Ÿ

참석인원 : 총 37명

Ÿ

세부내용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강사들을 대상으로 문화중개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워크숍 개최

○

지전
역지
균원
형센
발터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 상시 프로그램 운영
Ÿ

일시 : 2018. 9. 1. ~ 2018. 12. 31.

Ÿ

세부내용 : 공연예술·시각예술·문학일반·기타 등 23개 프로그램 운영/약 300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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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프로그램 “반짝 시 ː작” 운영
Ÿ

일시 : 2018. 11. 21. ~ 2018. 11. 24.

Ÿ

세부내용 : 유명인사 특별강연“별별”시:작/전문강사 시범 프로그램“반짝”시:작

- 성과발표회 “모든 시 ː작”개최
Ÿ

일시 : 2018. 12. 08. ~ 2018. 12. 09. (2일간)

Ÿ

내용 : 2018년 제주문화중개소 시:작 프로그램별 공연 및 전시, 2018년 제주문
화중개소 시:작 강사, 참여자 등 네트워킹 등

Ÿ

주요내용 : [공연] 내 속에 춤추는 장단 외 5개 프로그램/[전시/상영] 릴레이 드로
잉 외 10개 프로그램, 행사장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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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
역지
균원
형센
발터

○

문화활동가 운영
- 운영기간 : 2018. 9. 28(금) ~ 2018. 12. 31(월)
- 운영내용 : 프로그램 진행 지원,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등
- 운영실적 : 23개 프로그램/ 14명

○

홍보 및 대외활동
- 홍보부스 운영(2회)
Ÿ

공무원연금공단‘혼디어우렁’: 2018. 8. 26(일)

Ÿ

공무원연금공단 상생 어울림마당’: 2018. 11. 16(금)

- 사회적 가치 공동 실현을 위한 지역 공공기관 및 주민초청 간담회 참석(1회)
Ÿ

일시/장소 : 2018.09. 20 / 공무원연금공단

Ÿ

대상 : 혁신도시 내 기관별 직원복지 담당자, 제주문화중개소 및 대륜동 주민센터
업무 담당자, 지역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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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지역주민 및 예술가, 공간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생태계 기반 마련
- 마을내 유휴공간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환경 조성
Ÿ

서귀포문화원을 통해 조사된 교육공간 자료를 기반으로 마을내 유휴공간 선별, 유
휴공간 및 유휴시간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긍정적 인식과 관심
도 증진

- 공간 및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Ÿ

공간 및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도 증진

- ‘수요 발굴(공간/강사/수요자) - 공간 매칭 – 참여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성과
발표’의 프로세스 수립
○

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제주문화중개소 사업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
- 공무원연금공단과의 교류 협력 추진
Ÿ

공무원연금공단 내 서귀포시 사무공간 조성(9월)

Ÿ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대륜동 주민센터 관련 업무 담당자 간담회 및 행사
홍보 부스 운영

Ÿ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대상 프로그램 운영(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진행)

- 서귀포문화원, 기당미술관 등과의 교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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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서귀포문화원 : 서귀포시 동권역 활동 동아리 및 교육공간 조사 업무 협력 등

Ÿ

기당미술관 :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간 제공 및 성과발표회 등 업무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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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책사업단 사업추진 실적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2018 사업추진 실적

●

설치․운영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사업개요
○

주요기능 : 타 시도의 복지재단 기능 수행
- 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평가 및 컨설팅, 복지
현장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목적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도민의 복지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발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제주형 복지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활성화

추진실적
○

연구사업 추진 : 보고서 6건 발간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방안 연구
-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방지 대책 마련
- 제주 사회복지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요구 조사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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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협약)과제 추진 :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읍면동 맞춤형 컨
설팅 추진 등 2건 완료

○

기초자료조사 : 5회 수행
- 제4기 지역주민욕구조사(1,011가구)
- 43개 읍면동 찾아가는 인터뷰(취약계층 복지욕구조사 175명)
-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아동청소년-614명, 부모-302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실태조사(직무-84개 지방이양시설 전수조사, 근로
실태-339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요구 실태조사(종사자실태-404명)

○

○

세미나 개최 : 4회 수행
Ÿ

제4기 지역주민욕구조사 결과발표 2회(2018.6.14.-15)

Ÿ

공동학술대회 개최(2018.10.19.-20)

Ÿ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세미나(2018.11.22.)

Ÿ

2018 사회복지전문가 포럼(2018.12.14.)

센터 홍보 및 주민 의견수렴 : 2회 수행
- 2018 제주지역사회서비스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및 도민 욕구조사 실시
(2018.11.17.)
- 2018 제주 사회복지 특별강연회(팝페라 가수 박정소의 힐링 토크 콘서트) 개최
(2018.12.12.)

사업성과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2017년 개소하여 센터 역사는 길지 않으나, 연구물 발간 및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도민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 발굴
및 도정의 사회복지정책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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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지방이양시설을 중심으로
오윤정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사회복지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에
의해 형성·유지되어야 하는 분야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상호 협조모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윤석진, 2016)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복지 수요가 양적으
로 팽창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인력의 수급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사회복지는 포용적 복지, 지역사회중심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개정된 근
로기준법 적용 등 급격한 변화와 마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사회복지 영역은 대인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서비스 대상(클라이언트)의 다양성과 시설
별 인력구성 및 재원의 차이, 업무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구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 종사자의 직무자체 및 근로실태에 대한 보
다 직접적인 분석의 시도자체에 주목하였음.

○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84개 지방이양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행하
고 있는 직무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종사자들의 근로실태 및 고용인식 등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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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됨.
-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 및 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법·제도 고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선행연구 등의 이론을
검토하고 제주지역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제시함.
- 3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사례분석으로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사례와 보수수준을 비교하고 해외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에 관한 사례 분석
을 시도함.
- 4장은 제주지역 사회복지 지방이양시설에 대한 직무분석 및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5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 개선을 위한 기본전제, 정책제안
및 향후과제 등으로 결론을 구성함.

연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실태 개선의 가장 큰 전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함.

○

지주지역 사회복지시설 급여 준수율 및 임금수준은 17개 시도 중 상위에 속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아닌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활성화, 유연근무제 도입 등 예산확대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도입 및 현행 사업 중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활성
화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교육 컨설팅이
필요하며, 직무 및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유형별 가장 열악한 시설(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부터 인력증
원이 요구됨. 그 외 시설의 인력증원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과제로서 지방이양시설이냐, 중앙재원시설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각 사회복지실천
영역마다의 직무표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제외된 타 유형의 사회복지
영역 시설 및 기관에 대한 분석 및 실태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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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방안 연구
오윤정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UN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1989년 11월에 아동권리협
약1)을 채택하였고,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당시 세계 190여개 나라가 비준하고, 우리나라는 1991년 비
준하였음(박금식, 2017)

○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서비스,
사후 처방적 개입에 치중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정책보다는 아동을
돌보는 성인 및 가족 중심의 돌봄 지원 정책이 대다수를 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제4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도민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1순위는 아동/청소년복지
로 나타남

○

이처럼 아동/청소년분야의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도민이 느끼기에 아동/청소년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인식실태 조사, 국내
외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이 보
다 행복한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
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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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의 기원 및 개
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검토, 국내외 아동친
화도시 선진사례 검토, 제주지역 아동 관련 현황분석을 실시함
- 아동친화도시 조성방향 및 인식에 대한 아동청소년 및 부모의견조사 실시함
-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를 마련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아동친화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회의 등을 실시함

연구결과
○

제주형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전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목적이 아닌 아동친화 환경조
성이 중요하며, 지역의 아동친화 테마 발굴 및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아동정책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국가 성장의 원동력, 지역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사회적 위험(안전, 양육, 보호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전략이라는 인식 확대가 필요함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으로 볼 때,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조성방안에는 아
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각 학교급에서 활성화하고 의사표현 및 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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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오윤정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 현장 및 학계 등의 지속적인 요청
으로 2017년 5월 개소한 사회복지 전문연구기관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22조의2)에 명시된 기관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센터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 및 조직운영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복지현황 분석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 현황과 시사
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해 제주사회
복지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기적인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문헌조사, AHP 설문조사, 타
지역 유사 연구기관 벤치마킹, 자문회의를 실시함

○

구체적으로 제주지역 사회복지 관련 현황 분석, 국내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관의 현황분
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AHP조사, 제주사회복지연구
센터의 장기비전 설정 및 조직운영을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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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였고, 제주사회복
지연구센터의 환경 분석을 토대로 장기비전 및 전략을 수립함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방안 및 행정·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제도개선 등 정책제언
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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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요구 조사
황성준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은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그 이유는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 문제, 비체계적 교육훈련, 교육을 투자의 개념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고 , 획일적인 전달교육, 의무교육 중심 및 과거와 유사한 반복교육 등 양적
위주의 공급자 중심 교육훈련에 치중하고 있어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요구 중에서 지식, 기술, 태도의 결핍과 관련된 교육요구를 밝히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수립 및 향후 교육과정 설계의 기초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방식으로 교육요구조사를 실시하였음. 우선적으로,
인터뷰의 방식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및 사회복지관 등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21명(직급별 구분)을 대상으로 일차적인 교육요구 및 수요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였음.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1~2시간 동안 일대일 심
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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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에서 일차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3명의 검토과정을 통하여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음.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 142개 기관, 총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음.

연구결과
○

전체 교육요구 순위는 다음과 같음. 전체 54개 교육과정 중 상위 10위 까지 살펴보면,
위기(응급)상황 대처기술의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실천(특성,
인권, 안전, 건강 등), 사례관리(심화), 상담기법(기본), 사례관리(기본), 상담기법(심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민원대응 및 감정노동 관리, 의사소통 능력향상(직원
간, 클라이언트 등), 사업성과(사업계획, 실행, 관리 및 평가 등)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
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 위주의 교육과정 필요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상대적으로 요구순위가 낮게 나타난 하위 10위 까지 살펴보면, 인문학의 이해,
제2의 인생설계, 다문화 복지현장 이해와 실무, 사회복지 모금의 이해와 실제, 여성가
족복지현장 이해와 실무, 직장생활 기본과정(직장예절, 여가활동 및 적응방법 등), 제주
도 사회복지 포럼 및 세미나, 성격유형 검사의 이해와 실천, 아동청소년복지현장 이해
와 실무, 사회복지 시설관리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제주도 내 사회복지 직무전문교육관련에 대한 주관식 의견은 404명 중 139명이 응답
하였음. 응답자 139명 중 21.6%(30명)가 직무전문교육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음. 또한 19.4%(27명)가 실무에 활용이 가능한 직무중심 교육과정의 확대 의견
을 제시하였고, 18.0%(25명)가 전문성 있는 우수한 강사진 확보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제주지역의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편리한 교육장소의 선정 및
교육시간의 탄력적 운영, 현장 사례중심의 강의, 체계적 계획에 의한 교육과정 설계, 교
육기회의 균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사전 욕구조사 실시, 인기교육과정 횟수 확
대,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 확대, 홍보방법의 다양화, 도 외 우수교육
을 제주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심화교육기회 확대, 넓은 교육장소 확보, 교육의 중
복성 해결, 사회복지 직무전문교육기관 설립,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
회복지교육 포털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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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제주 사회복지 성과관리체계 구축
: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방안
황성준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
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임. 지방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지원되는 예산이므로 무엇보다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하며, 공공성에 기반 하여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비영리조직인 사회복지분야의 성과관리는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실천적으로 민간보조사업자들과 관련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체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분야의
민간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공급자인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천
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에 기여하고
자 함.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 1월 1일「지방재정법」개정 이후가 중심이 되며, 공간
적․내용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자체
예산) 중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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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탐색, 선행연구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 운영현황 분석 및 관련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 됨

연구결과
○

이론적 배경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사회복지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전체
를 큰 그림으로 하여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둘째, 사회복지분야 민간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
이 필요함. 현행과 같이 사업수행 부서 위주의 관리는 업무의 분절성으로 인하여 통일
된 기준이 없고,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업무의 수행방향과 관리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전담 팀을 신설하여 각 사업부서의 업무를 실질
적으로 지원․관리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명확한 성과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성과평가 지표의 일부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수정․보완하도록
제시하였음. 또한 사업수행의 모니터링, 유사중복사업 및 부정수급 등 관리를 위하여
민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주도민 복지 모니터단’신설을 제안하였음.

○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사업관
련 설명회 개최, 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 교육훈련의 의무화, 소통기능이 강화된 지
방보조사업 포털 시스템구축 방안 및 우수사례 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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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방지대책
황성준 전문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몇 년 사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혼, 실직 등으로 인한 자기비하, 경제적 어려
움 등을 이유로 중장년층에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2017년
한해 동안 장년층 고독사가 4건 발생하였음. 고독사 발생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중·장년층(40세 이상~65세 미만)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발굴하고 빈곤계
층 진입 및 고독사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최소화와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을 제시하는데 있음.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1인가구가 조사대상이
며 2017년부터 행정 시에서 실시했던 조사표를 준용하여 실시하였음.

○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개념적 정의, 국내외 정책사례 조사 등), 설문조사, 외부 전문
가 자문 등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
시 행정 시에서 2018. 9월~10월 약 2개월 동안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활
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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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시스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함. 청소년, 중
장년, 노인 등 별도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가칭) 1인가구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
공과 민간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1인가구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
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

1인가구종합지원센터의 중요기능으로는 1인가구의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현
황조사 및 욕구분석, 데이터 관리, 지역사회 연계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상담, 지원프
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1인가구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응급상황 대응 등 지
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여야 함.

○

또한 연령대별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1인가구의 욕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사회 내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소득, 주거, 고용, 돌봄, 안전, 복지 및 건강
등 제도적 실행기반을 마련해야 함.

○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되는 커뮤니티케어 및 사회서비스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와 연동되어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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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책사업단 사업추진 실적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2018 사업추진 실적

●

설치․운영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2018년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사업시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15.05.18.시행]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신관 2층

○

사업기간 : 2018. 1월 ~ 1２월(2016.8. ~ 계속)

○

총사업비(2018) : 265백만원

○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전문연구위원 1명, 전문연구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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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기구설치 : 2016년 10월 12일(업무시작: 2016. 8. 8.)

○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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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업무

추진실적
○

사업추진 실적
- 2018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전검토 실시 (총 10회, 163건, 2,196억원)
Ÿ

사업기간 : 18.01.01. ~ 18.12.31. (1~3차,수시)

Ÿ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 불요불급 사업 방지 및 건전재정 도모,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 2018년 타당성 조사 실시 (총 1회, 230억 원)
Ÿ

과업명 : 「제주항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

Ÿ

사업기간 : 18.03.01. ~ 18.07.31.

Ÿ

100억 이상 투자사업 수행 전에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조사

- 2018년 학술용역 대상사업 사전심의 실시 (총 5회, 136건, 196억원)
Ÿ

사업기간 : 18.01.01. ~ 18.12.31. (상하반기 및 수시)

Ÿ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선도하는데 기여하는 학술용역 사업을 발굴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재검토’로 명시하여 재정 남용 방지

- 2018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실시 (총1회, 183건, 599억원)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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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8.07.05. ~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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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재정사업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예산 편성에 차
등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 제고

- 국비 신규사업 발굴(24건) 및 기획보고서 작성(1건)
Ÿ

사업기간 : 18.01.01. ~ 18.12.31. (연중 수시)

Ÿ

기획보고서:「전문 항공사고 재난 대응훈련시설 건립사업」

Ÿ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및 재정자립도 향상 기여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컨설팅 (총2회, 905건(지표))
Ÿ

사업기간 : 18.01.01. ~ 18.12.31.

Ÿ

도 및 행정시의 성과지표 적정성 및 성과측정, 성과계획서·보고서 검토

Ÿ

공정한 성과평가·관리 체계 구축

- (시범사업) 공유재산심의 사전 검토 (총1회, 15건, 1,387억원)
Ÿ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Ÿ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관부처에 의뢰받은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함
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에 기여

○

연구·교육·네트워크 실적
-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련 상반기 실무담당자(공무원) 교육 실시 (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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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투자사업 추진 사전 예방
- 사업계획의 내실화 및 업무 효율화 증대
- 2018~2022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기본계획 수립 (17.08.16.~2018.3.31.)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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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 공동연구 실시 (18.03.26. ~ 18.12.31.)

< 2018년「지방재정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위상>
공동연구 보고서
- 공유재산심의 및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수립 (2018.12~2019.3.)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워크숍

666

Ÿ

일자 : 2018.10.12.(금) ~ 2018.10.13.(토)

Ÿ

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도시재생 사례지역 등)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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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회과학융합연구 추계 공동학술대회
Ÿ

일자 : 2018.10.19.(금)

Ÿ

장소 :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2층 대회의실

Ÿ

주최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주공공투자관
리센터

-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합동 세미나
Ÿ

일자 : 2018.10.25.(목) ~ 10.26.(금)

Ÿ

장소 : 제주연구원 새별오름(신관, 2F 회의실)

Ÿ

주최 : 충북연구원 충북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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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및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Ÿ

일자 : 2018.11.29.(목) ~ 11.30.(금)

Ÿ

장소 : 제주연구원 윗세오름(신관, 3F 대강당)

Ÿ

주최 :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667

JRI 2018 연구결과 요약집

- 마포구 찾아가는 세미나 및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대도시 재정과
재정분권의 과제’ 발표
Ÿ

일자 : 2018.12.21.(금)

Ÿ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중앙도서관

Ÿ

주최 : 한구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발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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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추진 실적

사업성과
○

투자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학술용역대상 사업 심
사 전 외부검증제 도입, 주요재정사업의 평가 등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재정에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2018년 재검토 13건, 1천274
억 절감)

○

학술용역의 남발과 불요불급한 용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사전 검토(2018년 재
검토 16건, 17억 절감)

○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외부 전문가 평가로 객관성 확보
(2018년 183건 검토, 미흡 이하 예산삭감 31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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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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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전 검토

사업개요
○

도입배경 및 의의 : 「지방재정법」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를 수행하도록 함

○

사업목적 :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효율적·객관적 타당성 검토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정기심사 년3회, 수시 심사 및 중앙투자심
사 지원)

○

사업내용 : 지방재정투자사업 검토는 사전 심사 제도로 사업 부서에서 제출한 검토의뢰
서를 사업계획의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제주의 특수성, 일자리 창출효과
등의 측면에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센터의 검토의견서는 지방재
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 시 사업 수행의 타당성·적정성을 판단하기 위
한 자료로 활용됨

○

검토대상 : 40억~300억 미만 일반 사업, 3억~30억 미만 공연·축제 행사, 5억~30억
미만 홍보관 사업 등 신규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실적
○

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전 검토 실시 (총 163건, 1~3차 및 수시)
단위 : 건, 억원

주체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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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2차

상반기
수시

3차

하반기
수시

합계

건수

12

11

91

10

39

163

금액

1,823.8

1,357.8

13,701.3

983.6

3,352.6

21,219.1

2018 사업추진 실적

주체별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구분

1차

2차

상반기
수시

3차

하반기
수시

합계

건수

6

5

16

4

23

54

금액

975.8

717

1,954.3

323

1,814

5,784.1

건수

3

4

52

1

4

64

금액

281

156.8

8,322.2

120

461

9,341

건수

3

2

23

5

12

45

금액

567

484

3,424.8

540.6

1,077.6

6,094

- 2018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검토의견서 작성(163건, 21,219.1억원)
Ÿ

도 본청 54건(5,784.1억원), 제주시 64건(9,341억원), 서귀포시 45건(6,094억원)

- 2018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검토의견서 작성(12건, 1,823.8억 원)
Ÿ

도 본청 6건(975.8억 원), 제주시 3건(281억 원), 서귀포시 3건(567억 원)

Ÿ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18.02.26)

- 2018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검토의견서 작성(11건, 1,357.8억 원)
Ÿ

도 본청 5건(717억 원), 제주시 4건(156.8억 원), 서귀포시 2건(484억 원)

Ÿ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18.05.14)

- 2018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검토의견서 작성(91건, 13,701.3억 원)
Ÿ

도 본청 16건(1,954.3억 원), 제주시 52건(8,322.2억 원), 서귀포시 23건
(3,424.8억원)

Ÿ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18.09.21)

Ÿ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18.09.27)

- 2018년 상반기 수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검토의견서 작성(10건, 983.6억 원)
Ÿ

도 본청 4건(323억 원), 제주시 1건(120억 원), 서귀포시 5건(540.6억 원)

Ÿ

상반기 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18.06.26)

- 2018년 하반기 수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검토의견서 작성(39건, 3,352.6억 원)
Ÿ

도 본청 23건(1,814억 원), 제주시 4건(461억 원), 서귀포시 12건(1,077.6억원)

Ÿ

하반기 수시 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18.08.20)

Ÿ

하반기 수시 2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18.08.28)

Ÿ

하반기 수시 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18.10.29)

Ÿ

하반기 수시 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18.11.08)

Ÿ

하반기 수시 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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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 불요불급 사업 방지 및 건전재정 도모, 지방
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

사업계획에서부터 투자심사 단계까지 투자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의 건
전성, 효율성 강화
- 재정지출 효율화(2018년 재검토 13건, 1천274억 절감)

672

2018 사업추진 실적

●

대행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
○

도입배경 및 의의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 절차로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 추진 가능성
을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절차임

○

사업목적 :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적합성 및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 타당성 조사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연중 수시)

○

사업내용 :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을 통해 타당성조사의 기본방향과 쟁점
을 설정하고,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시설·규모 등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
며, 건축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를 추정 후 수요와 편익을 추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함

○

조사대상 :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예비 타당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00억 미
만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의뢰에 근거하여 타당성 조사 수행, 투자사업의 적합성 및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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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제주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수행 완료 (18.03.01. ~ 18.07.31.)

< 2018. 7., 『 제주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 >

사업성과
○

100억 이상 사업 중 투자사업 수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경제적·정책적 타
당성이 낮은 사업 추진 지양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발주 대행사업으로 총 1건(도로·교통분야), 총사업비 약 23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함 (※ 경제적 타당성분석 결과 비용대비 편익
(B/C비율)은 0.8로 나타남)

○

분석결과 본 사업은 경제성이 낮고 신항만 추진으로 예상 사업지의 용도가 변동될 가능
성이 있어 사업 추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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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추진 실적

●

대행사업

학술용역 사전 심의

사업개요
○

도입배경 및 의의 : 학술용역의 남발과 불요불급한 용역방지를 위해 외부 검증제 도입
필요

○

사업목적 : 학술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술용역 대상사업을 사전 검증하는 것으
로 연 2회 및 수시 심사 실시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연2회 및 수시 심사)

○

사업내용 : 학술용역심의대상 사업의 연구계획,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비 관리 및 사후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며, 센터의 학술용역 검토결과를 토대로 학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검토대상 : 각 부처에서 제안한 학술용역심사 대상사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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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2018년 학술용역대상사업 사전 심의 실시 (총 136건, 상하반기 및 수시)
- 2018년 상반기 학술용역 사전심의(10건, 753.5백만 원)
Ÿ

도 본청 8건(535.5백만 원), 제주시 1건(218백만 원)

Ÿ

2018년 상반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참석(18.04.18.)

- 2018년 상반기(수시 1차) 학술용역 사전심의(1건, 340백만 원)
Ÿ

도 본청 19건(340백만 원)

Ÿ

2017년 상반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참석(18.05.18)

- 2018년 상반기(수시 2차) 학술용역 사전심의(16건, 2,062백만 원)
Ÿ

도 본청 14건(1,957백만 원), 제주시 1건(40백만 원), 서귀포시 1건(65백만 원)

Ÿ

2018년 상반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참석(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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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학술용역 사전심의(55건, 8,050백만 원)
Ÿ

도 본청 50건(7,810백만 원), 제주시 3건(160백만 원), 서귀포시 2건(80백만 원)

Ÿ

2018년 상반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참석(18.9.28./18.10.5.)

- 2018년 하반기(수시 1차) 학술용역 사전심의(28건, 3,503백만 원)
Ÿ

도 본청 50건(2,893백만 원), 제주시 5건(460백만 원), 서귀포시 2건(150백만 원)

Ÿ

2018년 상반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참석(18.10.24.)

- 2018년 하반기(수시 2차) 학술용역 사전심의(26건, 4,947.5백만 원)
Ÿ

도 본청 25건(4,747.5백만 원), 제주시 1건(200백만 원)

Ÿ

2018년 상반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참석(18.11.1.)

사업성과
○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선도하는데 기여하는 학술용역 사업을 발굴하고, 부서
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재검토’로 명시하여 재정 남용 방지

○

학술용역의 남발과 불요불급한 용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사전 검토 (2018년 재
검토 16건, 17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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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주요재정사업 평가

사업개요
○

도입배경 및 의의 :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지방재정사
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해야 함

○

사업목적 : 사업부서가 재정사업을 자체평가하고 외부 전문평가기관(센터)이 확인·점검
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여 지방재정 건전화 도모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연1~2회 평가)

○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자치부예규 14호)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센터)이 주요 재정사업을 전문적·객관적으로 검토하며 평가 결과
는 해당 사업부서의 익년 예산에 반영

○

평가대상 : 사업부서 자체 평가를 통과한 주요 재정사업(5억 이상) 및 모든 행사성 사업
(모든 공연·축제)

추진실적
○

2018년 하반기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 (총 1회, 183건/59,930백만 원)
- 투자성(5억 이상) : 32건(도 18, 행정시 14 / 50,330백만 원)
- 행사성(모든 공연․축제) : 151건(도 85, 행정시 66 / 9,600백만 원)

사업성과
○

재정사업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및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예산 편성에 차등 반
영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 제고

○

2018년 183건 검토, 미흡 이하 예산삭감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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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국비 신규사업 발굴

사업개요
○

도입배경 및 의의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7년도 국비사업 발굴 현황은 신규 1,460억
원, 계속사업 13,753억 원으로 90% 이상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사업과 일몰 사업을 대체할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지역현안을 고려한 국비 신규 사업 발굴 지원, 분과별 국비사업 발굴 TF팀
운영 및 객관적 심사를 통하여 국비사업 발굴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연중 수시)

○

사업내용 :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 및 기획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비사업 발굴 지원, 예타
사업 통과를 위한 논리개발 (예타 대응), 예타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추진실적
○

2019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개념 개발 및
선별 (총 24건)
번호

678

사업명

1

마을별 관광안내센터 설립

2

입출항 선박 배기가스 저감 사업

3

수중 올레길 사업

4

화산 박물관 설립

5

아시아문화센터 설립

6

천연염색 콘텐츠 개발 사업

7

제주 관광지의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비고
3/30, 장성수 교수

3/30, 이인호 교수

2018 사업추진 실적

번호

○

사업명

8

해양폐기물관리공단 설립

비고

9

제주형 대기오염관측 시스템 구축

10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11

10차 산업단지 조성

12

자연생태 관광단지 조성

13

제주 바닷물 응용 사업

14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

15

섬속의 섬 문화예술 사업 (제주도 부속 섬 개발 사업)

16

원도심 건물을 활용한 실내 박람회/전시회용 컨벤션센터 설립

17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설립

18

제주 오름을 활용한 ‘슬라이드 레일’ 조성사업

19

주요 관광지역 간판 통일화 사업

20

제주국제교류센터 설립

21

외국 석학 초청(강연) 지원사업

22

동아시아 대표의 섬 연구소 구축

2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동기숙사 설치 사업

24

제주 커피산업단지 및 국제 바리스타 학교 건립사업

4/9, 김동욱 교수

4/25, 김봉애 교수

4/30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5/16 강영훈, 심규호

5/30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2019~20년 신규 국비사업 개발 관련 과업내용 및 진행방안 논의 및 기획보고서(안) 작
성완료 (1건, 18.11.19~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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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고서(안) : ‘전문 항공사고 재난 대응훈련시설 건립’

<국비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
회의_18.11.15.>

<국비 신규사업 발굴
기획보고서_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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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680

○

국비사업 발굴 증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 향상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

총 24건의 국비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보고서 1건 발간

2018 사업추진 실적

●

대행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컨설팅

사업개요
○

도입배경 및 의의 :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
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근거하
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
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

○

사업목적 : 예산의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에서 사용된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 달성도
검토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상·하반기 연 2회)

○

사업내용 : 도 및 행정시의 성과지표 적정성 및 성과측정, 성과계획서·보고서 검토

추진실적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컨설팅 실시 (총 2회)

사업성과
○

공정한 성과평가·관리 체계 구축
- 2017년 도,행정시(서귀포시) 성과보고서 점검 및 검토의견 제시 (1회, 총 376건)
- 2019년 도,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성과계획서 점검 및 검토의견 제시 (1회, 총
529건)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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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업

(시범사업) 공유재산심의 사전 검토

사업개요
○

도입배경 및 의의 :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기준가격 20억 이상
(기존 건물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 포함) 등 지방재정법과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물 취득 재산에 대한 사
전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 취득 : 20억원 이상, (토지) 6천㎡이상
- 처분 : 10억원 이상, (토지) 5천㎡이상

○

사업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연중 수시)

○

사업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사전 검토

추진실적
○

2018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실시 (총 15건)
단위 : 개, 억원

682

구분

수행건수

총 사업비(억원)

공유재산심의 사전 검토

15

1,387

2018 사업추진 실적

사업성과
○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관부처에 의뢰받은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에 기여함

○

2018년 총 15건 검토 결과 재검토 1건, 조건부 3건
- 도 본청 4건(49,091백만 원), 제주시 3건(25,171백만 원), 서귀포시 8건 (64,441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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