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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상을
그리며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환경의 보물섬이자, 문화의 보물섬으로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유입 인구의 증가,
각종 개발사업 증가 등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제주의 수용
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점도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수립된 『제주 미래비전 계획』에서는 ‘청정과 공
존’을 제주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제기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
난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 있어 섬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하고, 성장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발전사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전,
기후변화 심화, 보호무역주의 등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영향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적 대응체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 현상들
을 하나하나의 고립된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찰된 시각에서 조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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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운 물결에 저절로 편승
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적인 제도와 규제를 답습하며
새로운 변화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제주
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연구원에서는 2018년에 ‘제주 성찰과 미래위
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제주가 걸어온 과거와 현재를 진단·성찰하고, 새
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화두와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에 ‘제주
성찰과 미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2018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을 발간하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제주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시
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경제·산업정책, 사회·문화정책, 환경정책,
도시정책 등에 대한 성찰과 미래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2019년에 ‘제주 성찰과 미래위원회’는 두 가
지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주의 현안 및 미
래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집필위원회를 새롭
게 구성하여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목표연도 2045년
을 설정하여 세부 주제별로 미래 전망과 적응 및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제
주의 미래 2045』 미래 전망 담론서를 발간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올해는 1919년에 발생한 3·1운동이 100주년 맞이하는 해입니
다. 목표연도를 집필위원회에서 2045년으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비
전이 광복 100주년에 맞추어져 있어서 이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
기 때문입니다. 즉, 광복 100주년에 실현될 수 있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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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상을 담은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
래비전 2045』 정책보고서에 착안한 것입니다.
본서는 정치, 사회·문화, 경제·산업, 환경, 도시·교통부문 등을 중심
으로 그동안 제주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
고,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
에서는 향후 25년 후의 제주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
경적 측면에서 제주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 세부
분야별 환경변화 요인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야별
정책 현황 분석, 제주도의 미래 대비 과제를 도출하여 제주도의 미래 전망
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서의 집필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최
고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는 학자들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에 기꺼
이 동참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은 과거의 성찰로부터 비롯되며, 대응 방안 제
시도 중요하지만 참여 구성원들의 소통과 공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연구원은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의 청사진을 도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속해
서 그려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주연구원은 2020년에도 ‘제주 성찰과 미래위원
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시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해야 할 과제
를 도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2019.12.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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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현황 및 평가

3.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4.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전략

1. 서론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14년이 경과되었다. 제주특별자치
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정책적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하나는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달성이고, 다
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의 시범 실시
이다. 국제자유도시의 달성이 제주도의 특화적 목적이라면, 지방분권의 시
범 실시는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한 일반적 목적이다. 이처럼 제주특별자
치도는 특별도와 시범도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일정한 권한과 제도의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평가가 내
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인구증가와 GRDP의
성장 등 역내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시각이고, 다른 한편에서
는 환경오염과 지가상승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
자치도의 출범을 다양한 목적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주
도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의 평가들은 현재의 제도에 개
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들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
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
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자기결
정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제주특별법
의 위임조례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현행 정부의 구상이다.
이러한 정책기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화성을 한층 제고하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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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제주도의 자체적인 고
민과 검토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또한 우선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대 정부에서 경험하였듯
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스스로 미래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현
행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현황 및 평가
제도현황

① 설치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은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출범 당시의 환
경변화에 근거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배경에서 접근할 수 있
다. 하나는 1991년에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
시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분권화형 시범도의 구축이다(금창호 외, 2015).
전술한 배경에 기초하여 2006년 2월 22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설치 목적을 명시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즉,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
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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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
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
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인 내부적 동인과 외부적 동
인이 결합된 이원적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당초의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
자치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는 제주도의 내부적인 목적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제주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
시라는 제주발전을 위한 특별도의 염원이 담겨 있다면, 국가차원에서는 강
력한 지방분권을 사전적으로 실험하기 위한 시범도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도의 일부 특성은 특별도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선행적 조치들이라는 것으로, 양자 간의 관계는 목적인 특
별도와 수단인 시범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국제자유도시
「제주도개발특별법(1991)」

고도의 자치단체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2003)」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자료 : 금창호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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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적개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계층단위를 기준
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상
위계층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관할에 기
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하위계층에 위치한 지방자치
단체로 기초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술한 지방자치단
체의 유형구분에서 상위계층인 광역자치단체의 일종이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서는 법적 지위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다. 즉, 광역자
치단체에 포함된 상기의 유형들도 관장기능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으며, 따
라서 이러한 기능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을 보다 명
확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창호 외, 2015).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
지위와 기능 차이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적 지위의 기준에서 광역자치단
체에 해당이 되나, 기능 차이의 기준에서 여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추
가적인 기능이 부여된 것으로 제주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추가적인 관장기
능이 부여된 광역자치단체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용어
에 포함된 특별자치는 여타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관장기능을 의미
하는 것이다.

12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 구조

제주

특별자치

도

관할구역 : 제주지역

관장기능 : 추가기능

법적지위 : 광역단체

⇒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추가적 기능이 부여된 광역자치단체

법적지위(도시형)

Ⅰ유형
(특·광역시)

Ⅲ유형
(특별자치시)

관장기능(일반형)

관장기능(특례형)
Ⅱ유형
(도)

Ⅳ유형
(특별자치도)

법적지위(농촌형)

자료 : 금창호 외(2015).

③ 특례내용

가. 구조특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구조적 특례로는 계층구조와 하부행정기구에
서 나타나고 있다. 계층구조에서는 광역 및 기초의 자치2계층의 표준적 구
조에서 기초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광역계층의 설치가 허용되었다는 것이
고,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만 설치가 허용되는 일반
구 및 읍면동 등과 같은 하부행정기구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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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적 특례는 시범도의 접근이 아니라
특별도의 접근에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별도의 목적인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입지결정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의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관할의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였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동시 수행이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로
광역과 기초가 혼합된 지방행정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다만, 행정시는 기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설치된 하부행정기구
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읍면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솔범위의
적정화 측면에서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적 특례내용
특례유형
단일계층 설치허용

- 단일계층(기초계층 부재)

하부기구 설치허용

- 하부기구 설치 허용 : 행정시, 읍면동
- 행정시 설치 : 50만 이상 시의 하부기구 유형은 일반구, 대동

과거

현재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서귀포시
북제주군 / 남제주군

제주시 / 서귀포시

7읍5면31동

7읍5면31동

자료 : 금창호 외(2015)

14

특례내용

나. 기능특례

기능특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주
차원 및 국가차원의 설치 목적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기능특례는
크게 보면, 시범도의 특성에 기초한 특례와 특별도의 특성에 기초한 특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도 특성에 기초한 특례는
전반적으로 지방분권과 관련된 권한의 이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
와 지방조직, 지방재정, 자치경찰 및 특행이관 등 지방자치의 심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필요한 제반의 권한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적으로 적용한 특례들이다. 이에 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도 특성에
기초한 특례는 대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에 필요한 권한의 이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등 제주의 지
역적 특성에 기초한 역점산업들의 추진에 필요한 제반의 권한들을 제주특
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 부여이다.
전술한 기능특례의 성격에 따라서 시범도의 특례는 원칙적으로 시간
이 경과되면서 여타의 광역자치단체에도 확대적용이 예정되어 있었다. 기
본적으로 전면적용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자치경찰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특정직위
의 인사청문회 실시 등은 전면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다만, 특별
도의 특례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을 대상으로 적용된 것이므로 여타 광역자
치단체가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한 추가적인 사례로 포함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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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적 특례내용
분야
④ 비교분석

시범도
특례 부여

주요 내용

지방의회

•도의원 정수 조례로 자율화 (41명 범위 내)
•정책자문위원(21명) 설치
•도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인사권 부여
•부지사,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허용

지방조직

•기준인건비 적용 제외
•실·국 등 기구 설치 자율화, 직렬 통합·신설 등 인사권 부여
•독립 감사위원회 운영 (중앙감사 배제, 지사 소속, 직무 독립)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총액 3% 법정률 도입
•지역발전 특별회계 내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신설
•지방세 일정 세목에 대해 세율 100% 범위 내 조례로 가감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발행 가능

자치경찰

•도로·교통행정, 주정차 단속 사무
•음주측정 허용, 통행의 금지·제한권 부여
•즉결심판청구 권한 부여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특행이관

1차산업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 7개소 458개 사무
※ 국토관리, 노동, 환경, 보훈, 해양수산, 중소기업, 고용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권 이양
•농지전용허가 등 권한 이양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권 등 이양
•연안 관리에 관한 권한 이양
•낚시어선 등의 관광자원 이용 기준 등 이양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권한 이양

•관광분야 3개 법률* 권한규제 일괄 이양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특별도
특례 부여

관광산업

교육산업

•영어교육도시 지정근거 마련
•제주형 자율학교제도 도입
•초중고, 대학 이상 사립학교 법인 및 교육기관 설립권한 이관

의료산업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 의료인의 종사 허용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 허용

자료 : 행정안전부(2017)

16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국가 확대(180개국)
•제주 여행객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
•낚시어선의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전술한 바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부여는 여타의 광역단체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근거법에서
부터 행정구조 및 행정운영의 제반내용에서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가 보
유한 권한 및 제도들과 차별적인 내용들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고 있다.
우선, 여타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 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또한 행정구조에
서는 자치2계층이 아닌 자치1계층이, 관장기능에서는 광역기능에 더하여
기초기능까지, 세목에서는 도의 표준인 6개보다 많은 11개 세목을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교부에서는 3%의 저율이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
도의 특례로 규정된 산업과 규제관련 특례는 여타 광역자치단체에는 기본
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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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반 광역단체의 비교
구

분

특별시·광역시·도

근 거 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체제

•자치1계층(행정시 설치)

•자치2계층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행정기능

•광역 및 기초기능 동시 수행

•광역기능 수행

부단체장

•정수 : 2명
•직급 : 타 시·도와 동일

•2명(서울, 경기는 3명)

•실·국 수 : 11개
•직급 : 3급

•실·국수: 9-12개(서울 14, 경기 17)
•직급: 3급(서울 1~3급)

의원정수

•41명(지역 29, 비례 7, 교육 5)

•지역구(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14% 범위 내 조정
가능, 최소 19명)
•비례(지역구 정수 10%, 최소 3명)

의
회
사무기구

•의회사무처 설치
•처장 : 2·3급

•의회사무처 설치
•처장 : 2·3급(서울 1급, 부산 2급)

자치단체
세
목

•제주특별자치도세(11개)

•특별시세·광역시세(9개)
•도세(6개)

지
방
교 부 세

•보통교부세 총액의 3%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보통교부세(조정률 적용)

보통
교부금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보통교부세(조정률 적용)

담배
소비세

•담배소비세 45%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

•담배소비세 45%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

시세
총액

•도세총액의 3.6%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

•서울(10%), 경기도·광역시(5%), 기타
도(3.6%)

자치단체 지위

실·국

지방
교육
재정

자료 : 행정안전부(2017)

18

제주특별자치도

운영평가

① 평가구조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에 대한 운영평가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평가척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된 특례는 여
타의 광역자치단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동일기간의 타 지방자치단체
의 운영성과를 비교의 척도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제주
특별자치도의 설치비전을 기준으로 비전의 충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제주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파악하는 합리적 접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각각 모색
하였으나, 전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도
출할 수 있다. 제주차원에서는 특별도에 기초한 국제자유도시의 달성과 국
가차원에서는 시범도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선도 등을 통해서 제주특별자
치도를 친환경적 동북아의 선도도시로 만드는 것이다(양영철, 2016). 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에는 차등적 지방분권의 선도와 성공적 국제
자유도시의 추진이라는 설립 목적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요
소로써 도민의 자치의식 제고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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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비
전

목
표

실
천
전
략

제주차원

국가차원

풍요로운 제주 창출

한국지방자치 선도

차등적 지방분권
선도

성공적 국제자유도시
추진

도민 자치의식
제고

분권

제주특별자치도

혁신

시범적 분권 선도

시범적 분권 선도

역량과 혁신 강화

자치단체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 인사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보

시범적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시범적 개선
특별행정기관 통합운영

제주형 자치계층제 구축
지방의회 제도개혁
도민주도 참여자치 실현

제주 역량 결집

중앙정부 적극 지원

자료 : 금창호 외(2015).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평가는 전술한 비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시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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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축이 달성되었는가와 이를 통하여 특별도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
는가 그리고 제주도민의 만족도가 확보되고 있는가 등을 통해서 성과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시범도의 구축 수준과 특별도의 정책효과 및 제주
도민의 만족도는 논리적으로 순차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가측면에서는
각각을 병렬적 구조에서 달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림 4.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성과

1단계

2단계

3단계

시범도
구축수준

특별도
정책효과

제주도민
만족도

② 시범도 구축 수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도 구축 수준은 당초의 계획 대비 달성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
유도시의 추진 및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한 시범 실시 등을 위하여 전술
한 바와 같은 다양한 특례제도를 부여하였고, 출범 이후 5단계에 걸친 사무
이양이 실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당시의 특례제도를 제외하고,
이후의 사무이양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무이양의 대
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이의 정책화 및 입법화를 위한 국
무회의와 국회의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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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이양 절차

| 1~3단계 |

| 4~5단계 |

권한이양 요구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목제출

제주도의회 동의
(재적2/3)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용 여부 전달
(2개월 이내)

검토결과 심의

통보

통보

검토심의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책화/입법화

국무회의
및 국회

전술한 사무이양의 절차를 거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
지 이양된 사무는 4537건에 이르고 있다. 1단계에서 1062건이, 2단계에서
278건이, 3단계에서 365건이, 4단계에서 2134건이, 5단계에서 698건이 이
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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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혁신위 구상안

1단계
(‘06.2.21. 제정)

제주도 요구

2단계
(‘07.8.3. 개정)

권한이양·규제 개선 기본계획

3단계
(‘09.3.25. 개정)

•정부주도 법률 단위 일괄이양
- 전부이양 원칙하에
이양제외 사무를 선정하는
Negative방식

4단계
(‘11.5.23. 개정)

제주도 요구

5단계
(‘15.7.24. 전부개정)

표 4. 단계별 행정권한 이양실태

추진
근거

1,062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 여건
조성

278건 개선

관광·교육·개발 분야 자율권
획기적 확대

365건 개선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전반적 제도적 기반 정비

2,134건 개선

권한 추가이양, 미비점 보완 및
장·절 체계 전부개정

41개 과제
698건 개선
(연관법령 정비)

•법률단위 일괄 이양방식 도입 •권한 추가이양 및 전부개정
- 자치경찰 통행금지 권한 신설
-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확대(기존 4학년 이상에서
-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 운송
3학년 이하도 허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지역지원 근거 마련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특례
- 창의적 전파활 용지구 지정
보완
근거 마련
- 구(舊) 국도 국비 지원 근거
- 규제 자유화 시스템 구축
마련
근거 마련
- 곶자왈 보전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 마련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 자치재정운용의 자율성강
화(제주 계정 사업군 통합)
적용한 법률체계·용어 정비

주요
내용

총
4,537건

자치모범도시의 틀 마련,
경제자유구역 수준 경쟁기반
마련

•핵심산업육성 관련 특례 부여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도입
- 첨단과기단지·투자진흥지
- 관광3법의 원칙적 적용 배
구사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
제(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
한 적용배제
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
성법)
례확대(고등학교 이하 설립
-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
기준 승인절차·내국인학생
제 권한의 일괄 이양
수 이양)
- 전국 통일성 필요 사무를
- 면세점이용 횟 수 제한 완
제외한 건축·도시개발 관련
화(연간 4회→6회)
권한 일괄 이양

•자치분권체계 정립
- 총액인건비제도 배제
- 균특회계 제주 계정 설치
- 세율조정권 상향(50% →
100%)
- 도지사 소속 자체감사기구
설치
- 자치경찰제 도입
- 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
완화
- 자율 초중등학교, 국제고교
설립허용
- 외국인카지노 등 관광관련
권한이양

평가

자료 : 금창호 외(2015)

23

전술한 사무이양 실적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분
한 것은 아니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
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나는 여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이양에 비하여 획기적인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1995
년 이후 2014년까지 국가사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확정된 단위
사무는 3101건이고 이양된 단위사무는 1982건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제
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단위사무 4537건은 매우 높은 이양실적으로 보이
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탄력적 도정운영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지방분
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특별한 준거로 적용되고 있어서 당초의
시범도 목적인 지방자치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도
입이나 특별지방해정기관의 정비 등의 지방분권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시범도의 측면에서 이양된 다양한 권한들이 시범도의 특성과
더불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행조치라는 측면에서 특례
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이양전략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수
반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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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역대 정부의 기능배분 실적
구분

지방이양확정(건)

지방이양완료(건)

합계

3,101

1,982

1995

-

-

1996

-

-

1997

-

-

1998

-

-

1999

-

-

2000

185

185

2001

176

175

2002

251

250
466

2003

478

2004

53

53

2005

203

191

2006

80

68

2007

88

78

2008

54

45

2009

697

336

2010

481

110

2011

277

23

2012

78

2

2013

-

-

2014

-

-

자료 : 행정자치통계연보(각 연도)

③ 특별도 정책효과
전술한 시범도의 구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선행적 수단이라면, 특별
도의 정책효과는 실질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즉, 국가차원의 시범도 적용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부가적인 설치 목적이라면, 특별도의 정책효과는 본
래적인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사회변화를 주요지표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 GRDP, 경제성장률,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실적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비하여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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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 더하여 전국단위의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기
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변화의 주요 지표들이
반드시 국제자자유도시의 효과적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
렵지만, 한편으로 긍정적 발전효과로 판단할 수는 있다. 인구증가는 기본적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발전, 그리고 관광객과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제주도민의 소득증가와 일정부분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표 6.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변화 실태
(’11~’15)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06년

2011년

58만 명

2015년

64만 명

제주

전국

2.4%

0.4%

11.8%
(25.9%)

(7.8%)

인 구

56만 명

관광객
(외국인관광객)

531만2000명
(46만 명)

874만 명
1363만5000명
(104만5000명) (262만4000명)

GRDP

8조5000억원

11조8000억원

14조1000억원
(‘14)

6.1%

3.7%

경제성장률

1.9%

5.1%

5.3%(‘14)

5.1%

3.0%

국 세

3736억원

4657억원

1조1978억원

26.6%

4.7%

지방세

4337억원

5814억원

1조1240억원

17.9%

7.9%

자료 : 강창민 외(2016)

다만, 특례도의 적용에 따라서 GRDP 등의 총량적인 증가는 분명하
지만, 이는 인구증가에 따른 결과로 개인별 수준에서 분석하면 크게 개선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예를 들면, GRDP의 경우 2017년을 기준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1인당 GRDP는 약 28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인
당 GRDP 약 3400만 원에 비해 84.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김기식,
2019).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1인당 GRDP가 지속적인 증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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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전국 평균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제주
특별자치도만의 차별적 성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의 1인당 GRDP 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06년

08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국

1,996

2,254

2,553

2,665

2,743

2,836

2,927

3,068

3,204

3,366

제주

1,561

1,718

1,989

2,139

2,266

2,315

2,415

2,564

2,746

2,842

비율

78.2

76.2

77.9

80.3

82.6

81.6

82.5

83.6

85.7

84.4

자료 : 김기식(2019)

④ 제주도민 만족도
제주연구원(2016)이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에서 실시한 도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
도의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제주의 자치역량 수준은 5점 만점에서 3.04점
으로 나타나 비교적 제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응답자의 다수가
자치역량의 제고 수준이 보통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자치역량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표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낮다

3

0.6

낮다

93

18.4

보통

299

59.2

높다

103

20.4

평균

3.04
매우 높다

7

1.4

합계

505

100.0

자료 : 제주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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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각종 정책의 가시적 성
과도 5점 만점에 3.10점을 나타내어 일정수준 정책효과를 확보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정책서과는 전술한 자치역량에 비해 근소하지만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응답자의 다수가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표 9.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정책의 가시적 성과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0.8

그렇지 않다

103

20.4

보통

244

48.3

그렇다

144

28.5

매우 그렇다

10

2.0

합계

505

100.0

평균

3.10

자료 : 제주연구원(2016)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제주지역의 사회변화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3.70점을 나타내어 상당 수준의 발전이 달성된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제주도민의 전반적 인식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0.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변화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퇴보했다

1

0.2

퇴보했다

19

3.8

변화 없다

129

25.5

어느 정도 발전했다

335

66.3

매우 발전했다

21

4.2

합계

505

100.0

자료 : 제주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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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70

전술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
치역량이나 구체적인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의 발전도 일정 수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⑤ 추진 한계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한
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명
확한 비전에 따른 후속적인 제반시스템의 구축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술한 원인에 따른 세부적 전략의 수립
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간에 편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한계 구조

일차적 한계

이차적 한계

•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불명확
• 후속시스템의 체계적 수립 곤란

• 세부전략 수립의 준거 부재
• 중앙과 제주도간 편차 발생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에 대한 대내외적 명확한 합의 및
공유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분야별 세부사항의 추진도 기
대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실시된 제주특별자자
치의 평가에서도 분야별 추진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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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전평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시범성 및 국제자유도시 비
전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대 부족과 국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 등과의 차
별화가 부족하고, 특별자치제도는 계획특례의 적용, 조례위임사항의 반영,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구현 등의 성과에도 특례제도의 집행성과가 일부
미흡하며, 중앙권한의 이양은 계획권한의 이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정비 등의 성과에도 제도개선의 적시성이 미흡하며, 재정특례는 특별법의
9개 특례 중 8개의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 특례의 미적
용과 국가의 재정지원 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이 제기되고, 국
제자유도시개발은 종합계획의 하위계획 연계성 부족과 개발사업의 세제·
가격·접근성 취약 및 일부 핵심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며, 핵심산
업은 의료산업과 첨단산업의 선정 타당성 취약과 청정1차산업과 관광산업
및 첨단산업의 추진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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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주특별자치도 5년 평가의 분야별 평가결과
분야

특별자치제도
성과평가

중앙권한의
이양평가

재정특례
성가평가

평가결과
•특례제도 적용
- 계획대비 적용(자치조직, 자치인사, 행정시제도, 교육자치제도,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제도, 도의회 기능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8개 제도)
•조례위임사항 반영
- 부단체장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필요사항 반영
•차별적 특성구현
- 행정시 설치 등 특례의 차별적 특성구현
•집행성과
- 도의회 인사권 독립,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일부 특례의 집행성과 미흡
•권한이양 실적
- 4단계 3839건 이양(1단계 1062건, 2단계 278건, 3단계 365건, 4단계 2134건)
•조례정비
-185건 정비(제정 160건, 개정 24건, 폐지 1건)
•제도개선 적시성
-점진적 소요시간 단축(4단계 기준 25개월 소요)
•특례적용 실적
- 8개 재정특례 적용(지방세 특례, 세액감면 및 세율조정 특례, 지방교부세 특례,
광특회계 신설, 지방채발행 특례, 여행객 관세·부가가치세 등 특례, 재정인센티브
지원, 교육재정 특례)
- 국세의 지방세 이양 특례 미적용

국제자유도시
개발평가

•종합계획 수립
- 각종 하위계획과 연계성 부족
•개발사업수행
-경쟁지역 대비 세제·가격·접근성 취약
•핵심개발사업 추진실적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72점)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59점)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79점)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83점)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68점)
- 서귀포관광미항(76점)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평가

•선정타당성 : 지리적 특화도
- 청정1차산업 : 타당성 확보(입지계수 1.45)
- 관광산업 : 타당성 확보(입지계수 1.19)
- 교육산업 : 관광산업 연계성 확보
- 의료산업 : 타당성 미확보(입지계수 0.81)
- 첨단산업 : 타당성 미확보(입지계수 0.36)
•추진성과
- 청정1차산업 : 98.4%
- 관광산업 : 76.6%
- 교육산업 : 260.6%
- 의료산업 : 366.5%
- 첨단산업 : 52.7%

자료 : 금창호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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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정책내용
자치분권위원회(2018)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제시된 ‘제주·세
종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은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에 포함
된 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
는 것이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중앙권한의
이양과 규제개선 등으로 인구와 관광객, 지방세 등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
구하고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주요 정책결정권이 이양되지 않아
서 자치분권 모델의 정립에 한계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기관 중심
의 도시형태와 단층제 구조, 인구 급증 및 행정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여 맞
춤형 자치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모
델을 정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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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구현’의 계획내용

지방자치의 선도적 추진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구축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구축

【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구현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경제·산업 분야의 창의적 정책수행을 위한 포괄적 자율권,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개선 등)
-자
 치, 조세,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과제·기금 특례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세제 관련권한
이양)
|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 자기통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
 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 보장
- 다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 등 중요사항은 제주특별법에서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 시민주도·시민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대 권한을 읍면동 단위로 나누고
지원하는 체계 구축
| 단층제 구조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 시범 도입
-여
 성·아동의 치안수요 급증, 중앙행정기관 중심 동시 등을 고려, 광역단위 자치경찰 조직 구축
| 세종시의 특성과 자치역량 및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
- 도시조성에 필요한 권한이양 등 세종형 행정특례 우선 발굴
- 권한이양 시 행·재정 지원 병행의무 명시
| 세종형 자치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단층제에 맞는 본청-읍면동 기능 재설계 및 하부행정기관 기구·인력운용 모델 설계,
자치조직권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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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성
상기의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구현’은 과제설계의 승계적 기준과 대
상적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과제설계의 승계적 기
준에서는 역대 정부의 분권정책을 승계한 것이고, 대상적 기준에서는 광역
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과제설계의 승계적 기준에서 보면,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구현’
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검토
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도모되어 왔다. 다만, 제
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자치분권의 강화
와 더불어 특례적용에 대한 검토가 동시적으로 수반되어 왔다.
한편, 과제설계의 대상적 기준에서 보면,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은 기본적으로 광역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
합계획’에 따르면, 상기 과제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
치시에 국한하여 수립된 정책이므로 여타 시도의 일반적인 자치분권의 적
용과는 차별화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다만,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은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동일한 제도적
용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정책기조를 달리하여 제주특별
자치도는 출범 당시의 자치분권 수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치모델
의 설계에 초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해서 보면, 출범 당시에 수립되었던 계획을 완
성하다는 정책기조로 간주할 수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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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수립되었던 특례제도 중의 일부는 이후의 정부에서 달성되지 못하였
다. 특히, 시범도의 측면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는 지방분권의
전면실시를 위한 선행적용에 불과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부합
하는 차별적 권한의 적용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림 8. 역대 정부의 제주·세종 특례제도 정책

구분

노무현
정부

광역단위 특례

•분권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균형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초단위 특례

•대도시 특례

이명박
정부

•균형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대도시 특례

박근혜
정부

•균형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대도시 특례

문재인
정부

•분권정책 :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구현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대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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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전략
비전수립

① 검토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발전목표이기도 하지만, 제반의 행정시스템을
설계하는 기본적인 준거이기도 하다. 즉, 비전의 기본적인 특성이 추구해
야할 바람직한 미래목표인 동시에 현재의 행정시스템과 전략을 설계하는
최적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그간의 다양한 논의를 감안할 경
우 두 개의 검토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전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
권’의 해석에 따라서 ‘시범형’과 ‘특례형’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시범
형’의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는 고도의 자치권은 규범적으로 지방자치단
체에게 부여될 자치권을 상한선으로 하되,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선
행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특례형’의 제주특별자치도 비
전은 전술한 ‘시범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시범형’에서 부여되는 자치권은 마땅히 보유하되, 추가적으로 여타 지방
자치단체와 차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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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대안 검토구조

제1안 : 시범형

제2안 : 특례형

국가권한
국가권한
자치단체 자치권
자치단체 자치권
제주도 자치권

자치단체 자치권

자료 : 금창호 외(2015).

② 기존논의 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에 관한 기존의 공식적 논의는 크게 3개의 문건에
서 도출할 수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지방분권 5개년 종합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기본계
획(안)」 등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회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지방분권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계층 구조의 개편 등 제주도의 자체적 검토를 통해
서 제주의 여건과 특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치지역을 추진하는 것
으로 제시함으로써 여타 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치모형과 차별화
를 함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인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동법」 제1조에서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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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
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술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지방분권 5개년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제주형 자치모형을 전제하고 있다. 제
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기본계획(안)」에서는 제주특
별자치도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명확한
비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자치입법, 조직 및 인
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
시로 육성한다고 하여 다소의 시범형의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특례형을 함
축하고 있다.

표 12.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에 대한 기존논의
구분

내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특례형 자치모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형 자치모델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시범형+특례형 자치모델

자료 : 금창호 외(2011)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안)
전술한 기존논의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다음
과 같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반여
건에 기초한 특례형 자치모델을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인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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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형 자치모델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혼합형 비전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원칙
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특례형에 입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존
의 공식논의와 더불어 일반적인 자치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의 시범성이 현실적으로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특
별자치도의 이와 같은 비전은 정부의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
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체계적 설계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10.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안)

제2안 : 특례형

국가권한
제주도 자치권(특례형)

장기적 비전

자치단체 자치권(시범형)

단기적 비전

개선과제
전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수립에 근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별 제
도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치제도 분야에서는 기관구성과 기
구설치 및 정원기준 등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행정시 제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택권을 부여하며, 자치경찰의 위상을 제고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확대와 운영체계의 개선이 도모되어야 한다. 다
음, 중앙권한의 이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요에 부합하는 권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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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이양과 더불어 이양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시범적 측면에서 이양된
권한에 대해서는 수행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와의 연계강화 등 제반
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제정특례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핵심적 검토사항이다. 현행의 광특회계의 제주계정과 지방
교부세 3%의 정액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를 충분히 담보할 수
가 없다. 따라서 출범 당시의 국세의 이양 등의 제정특례 목표를 조기에 이
행하는 동시에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개선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진전략의 수립도 필
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거로서 비전의 명확한 수립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내외의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각종 하부시스
템의 설계 및 추진에서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에 시각의 편차를 해
소하는 것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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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분야별 개선과제
분야

내용

자치제도

•특화적 조직설계
- 직급기준 설정권 이양 및 기관구성 재검토
•행정시제도 개선
- 민원 불편, 권한집중, 주민대표성 약화 문제의 해소
•자치경찰 위상제고
- 국가경찰과 역할분담 재정립 및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및 운영체계 개선
- 다양한 새로운 개념의 국가정책과의 단절, 업무의 전문성 부족, 재정확보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한이양

•권한이양의 타당성 확보
- 제주도 특성근거 이관사무 선정 및 이관단계의 개선
•권한운영의 합리화
- 제주도 내의 계층별 재분권화 및 국가와 사무운영의 연계성 강화
•이관사무 관련 제도보완
-특별행정기관 사무 이관취지에 맞도록 구국도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마련

재정특례

•권한이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 지원
- 광특회계 제주계정에 권한이양 소요재원 보전
•보통교부세 총액 3%의 탄력적 운영
-매년 재정력지수의 산정결과의 합리적 반영
•제주계정 규모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특행기관 이관사무 재정지원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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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협력

1. 냉전을 넘어선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적 차원의 환경 변화는 제주도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주도의 미래를 예상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
정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제시하는 것은 일어나
지 않은 미래의 운명을 점치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 우연적 요소에 기대어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더욱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몰
고 갈 수 있다. 그런데,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실험과 달리 국
제정치적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 또는 국제정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연적 요소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야 한다.
북한 또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국제정치의 상황을 논의할 때
전문가들은 냉전의 해체에 따라 국제질서가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행위자들도 매우 다층적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인공
지능 관련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대의 국제질서 변화가
한국사회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그것은 불
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반면, 북한 또는 남북관계를 예측할 때 많은 이들
은 진보와 보수와 같은 이념적 요소에 의한 판단에 근거하여 선언적 주장
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고려한 미래 전략들이 대부분
우연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정치의 변
화에는 주목을 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변화는 여전히 냉전적 인식의 틀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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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악마로 묘사하면서 자신
의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상대의 정책은 항상 공격적이고,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며, 경제적 발전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자국의 정책은 항상 방어에 필요한 것이
고, 세계의 안전과 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
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된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냉전시대 국제관계 인식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냉전이 끝나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북한 또는 남북관계를 바라
보는 시각은 여전히 이분법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방
영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TV 드라마를 두고도 북한을 미화한다는 비난
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공의 이야기이며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재들
로 구성되어 있어 대중의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일부에서
는 북한과 관련된 사안들이 불편하지 않게 논의되는 것에 불편해 한 것이
다. 그리고, 종북, 친북, 반북 등과 같은 말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신과 생각
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편가르기를 하는 데에 사용되면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화시켜버렸다.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는 이미지가 남북한이 서로 관계
맺기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북한이 언제나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
려고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북한의 정책과 변화는 항상
적대적이고 악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같은 민족 간 통일을 가장 중
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북한의 정책적 변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다. 이러한 인식론적 간극은 대북정책이 종종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치화(politicization) 현상으로 이어지곤 한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시각들이 과연 실용적으로 절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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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토대
가 빨리 바뀌고 있다. 대화하지 못할 적국이라는 개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과거
적대적인 국가들도 서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협력하는 일들도 많아지
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인
식론적 관점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 상호작용이다. 그렇기 때문
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서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는 사실마저 부인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민족 간 특수관계로 표
현되기도 하지만 국제적 관계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남북한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던 관습을 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파트너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상황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 문화, 역사, 사회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국제관계는 보기에 따라 갈등적이기도 하고 협력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상
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완전히 갈등적 상황은 카오스의 상태이고,
완전히 협력적인 상황은 해탈의 경지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두 가
지 상황은 극히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갈등과 협력이 공존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남북한
의 이해가 상충하기도 하고 수렴되기도 하는 현상이며, 남북한의 당사자들
은 이해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이해가 수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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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미래지향적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이 원활해야 하고,
접촉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반의 상황을 돌아보
면, 만남이 단절된 상태에서 오해와 불신이 쌓이면 한반도의 핵전쟁의 위
기가 고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자신의 책상 위에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발사를 위한 단추
가 있다고 미국을 위협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자신은 북한의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단추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자
기의 것은 작동한다고 응수하였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그 기간이 오래되
면서 서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축소되면서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다.
남북관계의 전환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이 만남을 가지
면서 이뤄낼 수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
담이 있었으며, 북미정상도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단절된 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 지금까
지 남북관계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 같다가도 갑자기 교착상태에 빠지기
도 하였고, 앞이 안 보이는 깊은 터널에 있는 것 같다가도 별안간 새로운 희
망을 품게 만들기도 하였다. 남북관계는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전해왔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
렵지만,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이라고 해서
대화를 못 할 이유가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한 측면에서 적대적 관계
를 유지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적과의 동침’을
즐겨한다. 둘째, 군사적 긴장이나 경제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만남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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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통해서 해결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걸음
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의 종료를 위한 걸음도 모두 만남과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남북관계를 민족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국제질서의 변
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한반도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치체제의
통일이 어려운 과제라면 국제적 관점에서 상호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접근방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2. 제주도의 정치적 리더십과 남북협력의 프레임
한국사회의 통일담론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
여왔는데, 담론의 기저에는 남북한의 통일은 현재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통일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
기에 그것이 정말 사회문제를 일거에 해소해줄 수도 있음을 단정할 수 없
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의 발전을 바라보면, 한 시대의 모습은 이전 시대
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토대가 되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
된 한국이 정말 오늘의 한국과는 다른 한국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통일은 미래의 장밋빛 희망으로만 이해될 수 없고, 역사와 현재의 관
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통일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체제경쟁으
로 인해 왜곡된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
문에 통제되지 않은 군부의 위험과 역사의 왜곡이 나은 사회적 부조리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통일이 되었다고 이 문제들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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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리고 통일은 오늘 우리 사회
의 불평등, 불공정, 차별과 혐오의 문제들을 얼마나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가에 따라 통일된 한국사회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통일이
현재의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요소들이 미래에 통일된 한국
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민족의 특수한 가치만
을 추구하기보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하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 과정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론적 접근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정
치적으로 하나된 국가만이 아니라 여러 수준에서 여러 모습의 통일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런 ‘통일들’은 자유로운 왕래, 민간부문의 상호투자, 교육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국제사
회에서 주권국가가 기존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층위에서 이뤄지는 교류가 곧 통일의 한 모습일 것
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이 육상을 통해서 대륙과 연결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사회문화적 접촉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며 정치적 통일은
그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장기비전으로 남겨둘 수도 있다.
제주의 미래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발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
다. 물론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져 상호교류가 되지 않더라도
제주도는 다방면에서 국제적 섬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
관계의 발전에 따라 교류가 가능하다면 제주도의 발전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다.
우선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제주도의 전략적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2019년 말, 현재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관계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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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의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남북관계가 급변할 수 있지만, 장
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교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주권 국가로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북한이 지금처럼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면 모두 섬나라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은 각자의 기회비용만 증대시킬 뿐이다. 따
라서 향후 제주도의 발전을 고려할 때 미래의 남북관계를 교류가 가능한
상황으로 상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인 지금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장
기적 비전과 과감한 접근이 요구된다. 제주도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교류의 모든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는 것
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국제비정부기구들
은 꾸준히 북한과 인도적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중국의 기업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체들이 북한과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반
도의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북한이 남한의 기업과 지자체들이 원하
는 방식으로 교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이
다. 오히려 지금 북한과 관계 맺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제주도의 정치적 리더
십이 요구된다.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기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관
계 개선시 남북협력 사업을 제주도가 주도할 수 있다.
셋째, 제주도가 남북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과
제주도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북사
업을 추진하는 단체와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할 뿐 대
북제재라는 프레임 때문에 적극적이 개발협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
런데 북한이 일회성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점차
북한주민의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개발협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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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북한주민의 겨울철 난방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면 북한 당국도 충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제주도가 비교우위를 가진 자산을 가지고 북한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분야
에서 장기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인지 꾸준한 접촉과 연구를 통하여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제주도가 북한의 파트너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사업이 제주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면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
이다. 남북교류가 이뤄진다고 제주도의 문제를 갑자기 해결해 주지 않는
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직면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주도
민의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제주도에서 성공한 사업
을 북한에 실용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는 제주도가 문제해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
북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북한의 파트너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
의 정치적 리더십과 제주도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
다.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진행되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자동적으로 제주도
가 원하는 남북협력 사업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북한의 파트너와 관계 맺기를
지속하고, 실질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을 정책결정자가 내
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통일 또는 남북협력이 자동적으로 제주도
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제주도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역량
이 높아질수록 제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이 북한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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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의 남북협력을 위한 자산과 전략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사업의 조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남북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에도 각 지자체들의 사업들이 중첩되어 효
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지자체들과 차
별되는 남북협력 사업의 전략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비교우위를 가지기 어
려울 수 있다.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협력사
업을 하면서도 비교우위를 가진 협력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주도의 자연환경, 관광자원, 그리고 관광의 경험, 국제화의 경험 등을 활용
하여 북한이 원하는 개발전략과 접목시키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북한과의 협력사업의 목적은 북한의 개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제주도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자산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자연환경 중 남북관계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것이 한라산
이다. 북측의 백두산과 남측의 한라산은 남북한에서 각각 가장 높은 산으
로서 남북한 주민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이다. 지금도 백두산 관광은 인
기 있는 상품이지만, 중국을 통해서만 방문이 이뤄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을 통한 백두산 관광은 한국사회에서 인기가 높아질 것
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백두산 관광의 활성화에 따라 제주도의 매력이
떨어질 것을 염려할 수 있는데, 백두산과 한라산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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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주
민들이 한라산을 관광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삼지연을 방문하였듯이 남
북한의 정치적 이벤트를 한라산과 연결하여 유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백두산과 한라산은 화산 활동과 관련하여 공동조사를 수행하
고 공동으로 재난 대응의 전략을 마련할 수도 있다. 한라산과 백두산을 연
계하는 관광은 중국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과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함으
로써 북한과 제주도가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도 모색할 수 있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경험을 살려 북한이 최근 역점을
두는 관광사업과 연계하는 남북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
장 체제에서 북한은 원산-갈마 국제관광지구를 개발하는 등 국제적 수준
에 맞게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식령스키장과 명사십리해변 등을
포함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지만, 대북제재의 여파로 아직 단지
조성이 완성되지 않았고 관광사업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북
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면서 관광사업도 북한경제의 핵심사업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본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
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의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게 된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들이 국제화되는 것이 중
요하다. 현재 중국 관광회사가 북한 관광을 주도하는 상황보다 좀 더 국제
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모든
지자체가 관광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업을 개발
하고 제안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는 무사증입국제도를 운영하면서 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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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제적 도시로 발전시켜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산-갈마지구의 국제
화를 위해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 이 경험의 공유를 위하여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이전부터도 북한과 접촉하고 교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은 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가 투자하는 국제적인 크루즈 관광사업에 북한
을 연계한다면 동해와 서해에서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두 개의 노선을 확장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야 하며, 크루즈 관광을 위해 관련 국가와 도시들이 관광
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
정 속에서 제주도가 북한의 파트너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경유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해 외국인의 제주도
방문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위와 같은 사업들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지만, 제주도
의 관광 사업은 다양한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기도 한다.
소규모 뮤지엄과 체험관, 마을 재생 사업과 같이 관광과 연계된 사업들이
활발한 곳이 제주도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북한에서 대단위 사업장이 아닌
마을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미래의 사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제주도가 지금부터 남북관계의 실
질적 진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라산과 백두산이 민족의 영산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는다고 할지
라도 제주도와 북한의 파트너가 관계 맺기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사
업을 추진될 수 없다. 이외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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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북한의 파트너와 공식적 또는 비
공식적으로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가 그동안의 경험과 자산을 남북협력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선거
와 조직개편 등에 의해 바뀔 수 있지만, 남북협력은 단기사업만이 아니라
장기비전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도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는 인식공동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 행정조직에 평화와 남
북관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제주
평화연구원의 연구 자원을 활용하여 제주도의 미래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4. 국제 평화와 연대를 위한 남북협력
제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이 도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 전국적 또
는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제주도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또는 단일민족국가의 복원이라는 과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국제
적 환경의 변화와 젊은 세대들의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시각에 대한 전반
적인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주도민들의 삶에 대한 인식도 더 이상 한반도만을 중심으로 이뤄
지지 않는다. 이미 제주도에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외국인들이 함께 거
주하고 있다. 그들이 저숙련 노동자이거나, 난민이거나, 결혼이민자이거나
모두 제주도의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제주도의 문

54

화적 다양성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주도민의 구성이 변화하
면서 제주도의 남북협력 사업도 제주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응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향후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민족적 특수성
만을 부각시키기보다 남북협력 사업이 제주도와 북한의 파트너의 발전에
상호이익이 되는 점을 부각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제주도의 남북협력은 제주도와 한반도에 평화문화를 육성하고 ‘평화
의 섬’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평화문화는 평화가 목
적이기도 하지만 평화는 또 다른 삶의 조건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평
화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상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왜곡, 막연한 두려움
을 해소하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도의 남북
협력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막연한 공포와 적개
심 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를 할 것이다.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평화의 섬
이 아니라 북한을 비롯하여 낯선 문화와 사람들의 유입에 대해 포용적일
수 있는 문화차원에서 평화의 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공감을 확산하
는 접근은 다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이 국제
사회가 함께 추구할 만한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주도와 북
한의 파트너의 공동사업이 생태환경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지
속가능성을 담보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도 정치적 관계의
악화에 따른 제약들을 극복하기에 용이하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과 연계한 남북협력 사
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도 실용적인 접근이다. 북한은 북한에 상주
하는 유엔기구들과 ‘유엔의 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하고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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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식량과 영양 안보(food and nutrition
security), 사회발전 서비스(social development services), 복원력과 지
속가능성(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데이터와 발전 관리(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를 핵심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
면 북한이 과거 단기적 처방에 해당하는 지원사업보다 장기적 발전의 기틀
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이 제주도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국제사회와 북한이 마련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면 더욱 그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과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북한 내에서 모니터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내에 상주하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국제적 공감
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하다.
남북협력 사업의 단기적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북한
이 동의한 네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북한이 그동안 가장 꺼려했던 분야이지만, 북한 스
스로 북한의 인구 센서스는 물론 다양한 사회지표들의 정확한 통계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책의 변화이다. 이제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이
적절한 사회적 처방을 위해서 타당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남북협력 사업을 구상하면
서 한라산의 생태환경 조사와 해양생태환경 조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
으로 북한의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
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지지기반의 확산은 한반도의 프레임에만 머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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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제주도가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연계되는 국제적 문제에도 관
심을 가지고 연대하는 접근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주
도가 세계 평화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왜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
인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가 한반도의 문제에만 집중하면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평화와 비평화 또는 반평화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4·3사건이라는 국가폭력에 의해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상흔을 안고 있
는 제주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가폭력의 상흔을 치유하고 화해하
기 위한 노력에 연대할 수 있다. 내전을 경험하는 국가의 난민들을 수용하
거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부정의에 대해서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을 통해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제주도의 평화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 제
주도는 이러한 연대를 위한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평
화포럼을 제주와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연대로 확장할 수 있다. 제
주도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이
해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제주도의 미래발전이라는 큰 틀
에서 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5.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협력
제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은 오늘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사
는 후대들을 위한 것일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자원과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제주도의 후손들도 그 자원과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남북협력 사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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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에 의존하는 남북협력보다 장기적인 비전이 있
는 제주도의 남북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주도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을 통해서 동시대의 다른 나라 사람
들과 또 미래의 후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
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비전과 가치들은 정책결정자, 학계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이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것이다.
사업의 개발과 추진,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를 제도화함으로
써 남북협력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집단적 이성에 의해 축적
된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다.
제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이 지향하는 바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주민
들의 인도적 차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맞물릴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차원의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수록 제주도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북한주민들이 제주도를 본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에는 다층적 청중이 존
재할 수 있다. 우선 제주도의 정책인 만큼 제주도민들이 사업의 주요 청중
이며, 이들의 지지와 공감은 정책의 효과성 증대에 중요하다. 두 번째 청중
은 북한주민들이다. 제주도의 사업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
여를 한다면, 제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은 더 확대될 것이다. 세 번째 청중은
국제사회이다. 제주도가 국제적 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제주
도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평화에도 지지와 연대를
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남부협력 사업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갖춰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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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남북협력에 대한 청중이 다양하다는 것은 남북협력의 주요
행위자들도 다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제주도의 남북협
력 사업은 제주도의 정책결정자와 행정가들이 기획하고 추진하겠지만, 그
것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과거 남북협력 사업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행정당국의 주도하는 사업이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중단되면 사
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관계의 유지도 어렵다. 따라서 정치적 부
담이 클 수 있는 환경에서는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관계 맺
기의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협력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면서도 제주도의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도
가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남북협력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적 연대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남북협력 사
업들도 제주도에 사는 또는 살아갈 후손들의 삶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과거의 회복’이라
는 소명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과제도 소
홀히 할 수 없다. 결국 남북협력 사업이 당장 제주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주도에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
진 상황에서도 도전적인 남북협력을 모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후손들이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은 있는가?

59

지속가능한
제주의 ‘문화 매력’
증진 방안
김규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

인간과 자연, 그리고 제주의 매력

2.

제주의 오늘, 섬이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

3. 미래 제주의 문화적 매력 확대 방향
4. 제주의 문화 매력 증진을 위해

1. 인간과 자연, 그리고 제주의 매력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이다.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
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받은 명실상부한 ‘환경자산의 보물
섬’이다. 전 세계에서 연간 15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이유
는 다양하겠지만, 단언컨대 그 첫 번째는 제주의 자연이 주는 매력이다. 하
지만 제주의 인기가 높아지고 제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제
가 나타났다. 사람이 많아지니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쓰고 자동차도
늘어나고 쓰레기도 늘어났다. 이른바 자원순환 문제, 에너지 문제, 교통 문
제, 기후환경 문제 등 현대 도시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섬이라는 자연조건
에서 발생하면서 무척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라
면 앞으로 제주에 더 많은 물과 전기와 자동차가 필요할텐데, 이는 제주가
지닌 자연적 매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들이다.
2045년 제주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분명 향후 20여 년간 수많은 전
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제주의 자연을 지켜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
울일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2045년 제주의 자연환경은
2020년의 자연환경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늙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제주의 자연 또한 지금처럼 인간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훼손을
피할 길이 없다. 마음 아프지만, 제주의 자연환경은 오늘이 내일보다 낫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제주의 매력을 지키고 발전시킬 두 가지 방안
이 논리적으로 존재한다. 첫째, 제주의 자연적 매력을 회복하는 방안이다.
외지인의 입도를 차단하고 모든 형태의 개발을 멈춘다. 천혜(天惠), 즉 하
늘이 인간에게 베푼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제주를 자연으로 돌려주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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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본적이지만 극단적인 처방이다. 태국 피피섬과 필리핀 보라카이섬이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한강의 밤섬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20년째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하
지만 제주는 관광지이기 전에 70만 도민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자연으
로 돌려주기에는 너무 크고, 수천 년 인간의 삶이 켜켜이 쌓여 있다. 당장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다.
둘째, 제주의 다른 매력을 찾고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여기서 다른 매
력이란 결국 제주가 지닌 ‘문화적 매력’을 의미한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
이 제주의 오늘은 제주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하늘
이 제주에게 찬란한 자연을 주었지만, 제주의 자연에 찬연한 의미를 부여
한 것은 오랜 시간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한라산과 곶
자왈, 오름만큼이나 제주의 담벼락, 우물, 포제단도 중요하다. 설문대할망
의 이야기와 해녀의 물질, 몸국의 배지근한 맛 또한 제주이다. 제주의 자연
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제주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제주의 문화라면, 제주의
문화적 매력은 자연적 매력 못지않게 크고 중요하다.
생태인류학은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서의 인
간 행동을 관찰하고, 모든 생태학적 요소들의 상호관계에 따라 인간(개인
과 집단)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설명하려는 학문 분야이다. 우리가 일상에
서 흔히 쓰는 ‘환경(環境)’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에게 직접·간접
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국립국어원, 2019)”이다.
즉, 애초에 환경이라 할 때 자연환경만큼이나 사회문화적 환경도 대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위 ‘좋은 환경’은 자연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의미하
지만 사회문화적으로도 우수한 환경을 의미하며,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회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임은 이미 교과서적 지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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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이문웅, 김광억, 2011, 그림 1 참조). 굳이 학술 연구결과를 대지 않
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그 아이를 둘러싼 ‘나쁜
환경’에서 찾기 마련인데, 여기서 환경은 일조량, 강수량, 온도, 기압, 물 같
은 것이라기보다 가정 형편, 교우 관계, 교육의 영향을 의미할 것이다.

그림 1.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상관관계
사회문화적 환경

자연환경

개인 및 집단의 생물-심리적 특성

사회조직

기술
(지식·도구·기능)

기타의 문화적 요소
(주술·종교·가치 등)

자료 : 한상복·이문웅·김광억(2011), 432쪽

다시 제주의 매력으로 돌아가 보자. 제주의 자연은 분명 매력적이다.
인간은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동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생태인류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실적 차원에서 제주의 자연으로부터 인
간을 분리시킬 명분과 실리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주의 자연환경 훼손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가능한 먼 미래까지 제주의 자연적 매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또 다른 제주의 매력 즉 ‘문화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곧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
보하는 또 하나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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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의 문화적 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제주가 지닌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살
피고, 소프트파워와 브랜드의 관점에서 미래 제주의 문화적 매력을 확대할
수 있는 비전과 방향성을 조심스레 제안할 것이다. 오늘 제주의 모습은 좋
던 싫던 제주 그 자체이다. 미래 제주에 관한 모든 논의와 고민은 오늘의 현
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2. 제주의 오늘, 섬이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
제주문화
제주문화의 매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문화에 대한 간략한 합의가 필요하
다. 국어사전의 정의를 다시 빌리면, 문화(文化)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
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국립국어원, 2019).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
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라는 타일러(Tyler,
1871)의 고전적 정의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인간’과 ‘생활양식’이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한다. 과거와 현재,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간이
라면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밥을 어떻게 먹을 지는 개개인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인과 프랑스인의 식문화가 다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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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라는 단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체로 공
통된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범위를 문화권(文化圈)으로 칭하는데, 이는 시
간과 공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형성되는 개념이다. 제주문화는 결국 제주사
람들의 생활양식의 총체이며, 과거에서 미래로 꾸준히 유지되거나 변화 발
전할 수 있다. 제주만의 독특한 의식주, 설화, 유적지 등은 제주사람들의 생
활양식으로 꾸준히 전해지고 공유된 문화적 산물이다.

폐쇄성, 독창성과 고유성
제주는 섬이다. 섬의 반대말로는 육지, 뭍, 대륙 등이 있다. 섬은 육지에 비
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나 자원 조달이 어렵고, 뭍에 비해 물(바다)이 많
으며, 대륙에 비해 땅이 부족하다. 섬은 고립된 공간이므로 육지에 비해 상
대적으로 폐쇄적인 특성이 있다. 하지만 제주의 이러한 폐쇄성은 역설적으
로 육지와 차별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자연이 삼다(三
多)를 주었다면, 제주사람들은 삼무(三無) 즉 거지, 도둑, 대문이 없는 문화
로 대응하였다. 제주방언은 외지인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이며, 입춘을 전
후한 시기에 이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특이한 신구간(新舊間) 풍습이 아직
까지 존재한다. (표 1)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수록된 생활방언의
일상대화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그림 2)는 제주도의 지난 10년간 인구
전출입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최근 조금 약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전
출입 인구의 상당수가 1~2월에 집중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됨을 알 수 있다.
폐쇄성은 얼핏 불편함과 낯섦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독특함과 고유함으로
문화적 매력을 배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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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주 생활방언
제주 방언

의미

촘앙 삽서

참으면서 사십시오

무싱 거옌 고릅디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날 도랑 가 줍서

나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숨 고끼키여!

숨 넘어간다

무싱거 하미꽈?

무엇을 하십니까?

아는 질도 들으멍 가라

아는 길도 물으면서 가라

도르멍 옵서

빨리 오십시오

아방, 어멍 혼디 감쩌

아버지, 어머니 함께 가네

솔문 독새기 호나 줍서

삶은 달걀 하나 주십시오

들럭퀴지 말라

날뛰지 말아라

호꼼 미안하우다

좀 미안합니다

솔째기 골라

살그머니 말해라

호꼼 있당 와 줍서

조금 있다가 와 주십시오

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그림 2. 제주도 기간별 인구 전·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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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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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지닌 독특함은 방송과 영화 같은 미디어를 통해 상당한 주목
을 받았다. 무수히 많은 사례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JTBC가 2017년과
2018년에 방영한 <효리네 민박>은 톱스타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제주에
민박을 차리고 아르바이트, 손님들과 함께 제주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기본
포맷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결혼 후 제주 애월에 정착하여 일명 ‘소길
댁’으로 불린 이효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대중에
게 자연스레 소개하였다. 2012년 개봉한 영화 <건축학 개론> 또한 주인공
서연의 현재를 제주를 배경으로 그렸다. 첫사랑의 이야기를 제주바다가 담
긴 집으로 표현하며 많은 관객의 공감을 얻었고, 영화를 찍으며 서귀포 남
원에 지은 집은 이후 카페로 재개장하여 영화 <건축학 개론>을 추억하는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그림 3)에서 사례로 제시한 이들 콘텐츠는 모
두 제주의 자연뿐만 아니라 문화적 매력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제주가
지닌 고유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3. 미디어가 전하는 제주의 문화 매력

자료 : JTBC 홈페이지 및 네이버 영화 <건축학 개론> 예고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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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문화적 매력은 여행의 목적과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7
년 ‘놀멍 쉬멍 걸으멍’을 표어로 개장한 제주 올레길은 ‘걷기 열풍’을 불러
일으키며 총 425km 26코스로 완성되었다(그림 4 참조). 제주를 다른 목적
이 아닌 단지 ‘걸으러 간다’는 것은 당시엔 무척이나 낯선 시도였다. 하지
만 제주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하는 올레의 의미처럼 제주 사람들이 사
는 마을을 느릿느릿 걸으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올레
길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했다. 이러
한 제주 올레의 ‘가치’는 이후 일본 큐슈에도 전파되었고 우리나라 곳곳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여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경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른바 ‘한 달 살기’ 또한
제주가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올레 등을 통해 여행
문화의 전환을 경험한 이들은 명소 위주의 단기 방문이 아닌, 한 곳에 오래
머물며 그 곳의 자연과 삶의 양식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기를 희망했다.
바쁜 도시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또는 아이들과 느긋하게 쉬면서 즐
기기 위한 ‘한 달 살기’ 최적의 장소는 단연 제주였다. 아름다운 자연과 독
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제주는 ‘한 달 살기’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부합했을
뿐 아니라, 제주이기 때문에 ‘한 달 살기’가 가능했던 면도 있었다. 지금도
포털 검색창에 ‘한 달 살기’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로 제주가 상위에 랭크
되는 데서 알 수 있듯 ‘한 달 살기’의 인기는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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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주올레와 한달살기

자료 : 제주올레 홈페이지 및 네이버 검색화면 캡쳐

개방성, 연결성과 혼종성
섬은 한편으로는 개방적이다. 모든 곳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섬의 지리적
환경은, 필요한 경우 모든 방향으로 사람과 물자의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특히 항공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전통적으로 섬이 지녔던 지리
적 제약이 크게 감소하였다. 제주국제공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바쁜
공항’으로, 2019년 12월 기준 국내 13개 도시와 해외 26개 도시에 정기 직
항편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이로 인해 제주에서 국내 주요 도시로
는 1시간 이내, 동북아와 동남아 주요 도시로는 2~4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
다. 국내선은 제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고, 해외 주
요 도시와 이 정도로 직접 이어지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없다.
특히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화동지역과의 거리가 가깝고 교류도 활발하다.
지리적으로 제주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지만 동북아시아로 보면 한·
중·일 3개국을 잇는 중심에 위치한다. 제주가 지닌 개방성은 최근보다 가
속화되어 연결성과 혼종성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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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주국제공항 직항편 정기 노선

3

자료 : Flight Connections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섬이라는 폐쇄성은 제주문화의 독창성과 고유성
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섬이 지닌 개방성은 연결성과 혼종성
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제주문화에 접합시켰다. 다시 제주 방언을 예로 들
어보자. 제주 방언의 이질성은 외지인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이지만, 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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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ghtconnections.com/flights-from-jeju-city-cju 검색 시점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

를 ‘독특한 문화’ 정도로 간주하는 이유는 실제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이 외지인과 대화할 때 대체로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외지인과의
소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겠지만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표준어라는 ‘외래’ 문화와 꾸준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다. 타 지역민과 달리 제주 방언을 구사하는 원주민의 상당수는 표준어
도 완벽히 구사하는 혼종적 언어문화를 보여준다.
섬이 지닌 개방성은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육지와의 연결성을 꾸준
히 확대하였다. 제주의 인구는 2010년대 초반까지 50여만 명 선이었는데
2013년 60만 명을 넘어서더니 2019년 11월 기준 69만 6857명까지 증가하
였다. 제주 인구의 증가이유는 자연 증가라기보다 외지인의 꾸준한 유입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귀촌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육지의 사람들이 제
주로 건너오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예술가의 제주 이주가 종종 기사화되
고 ‘연돈’과 같은 유명 맛집도 제주에 새로 자리를 잡는 등 관광이 아닌 거
주와 사업,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며 제주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점
차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1차적으로 제주의 삶에 자연스레 녹아들
겠지만 자신이 유지하던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이
들만의 공동체 문화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난 테
마 카페와 오너쉐프 레스토랑 같은 ‘외지 문화’로 인해 문화적 연결성과 혼
종성이 증가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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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탄소년단 카페로 알려진 ‘공백’과 서울 포방터시장에서 이전한 돈까스집 ‘연돈’

4

자료 : 카페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플레이스

이제 제주의 개방성과 연결성은 글로벌하게 확장되어 제주를 명실상
부한 다문화 공간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170만 명의 외
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 전체 관광객의 11.3%를 차지했으며, 등록외국
인 수 또한 약 2만 6000명으로 제주 거주 인구의 3.6%에 달한다. 거주 외
국인의 국적별 분포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약 50%를 차지하며, 이어서 베
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
다. 시기별 부침은 있었지만 이러한 흐름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제주도
내 일부 지역은 특정 국가의 문화권으로 변모하였다. 예컨대 누웨마루거리
(구 바오젠거리)는 거의 중국으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의 디아스포라를 형
성하였다. 특히 2018년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에 입도하면서 제주
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혼종적 문화
공간의 성격이 보다 짙어졌다(그림 7 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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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com/gongbech_official

그림 7. 중국인이 많이 찾는 누웨마루거리와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5

6

자료 : 제민일보 DB 및 연합뉴스

관광업 등 제주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강력 범죄도 제주의 새로
운 사회문화적 환경을 구성하였다. (표 2)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제
주와 연관된 검색어(급상승)를 구글트렌드를 통해 파악한 결과이다.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한계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특히 최근 몇 년간 제주는 다
양한 사회적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은 전남편
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고
유정 관련 이슈들이 제주 연관 검색어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2018년은
예멘 난민과 가족과 캠핑 도중 실종된 여성,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등이
제주와 관련된 주요 연관검색어로 등장하였다. 과거에는 제주의 호텔이나
새로운 명소에 대한 관심이 컸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
가 보다 큰 이슈가 되는 추세이다. 제주의 인구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슈이다.
5
6

http://m.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655
https://www.yna.co.kr/view/PYH20181022089700056?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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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난 10년간 제주 연관 급상승 검색어
연도

1위

2위

3위

4위

2019년

고유정

한성렌터카

한성렌터카 고유정

스웨디시

2018년

난민

실종여성

예멘난민

게스트하우스 살인

2017년

여행지도

연합렌터카

렌터카 협동조합

서머셋 제주신화월드

2016년

3대 천왕

제주항공 김민진

제주소년 오연준

제주패스 렌터카

2015년

신라스테이제주

제주반도체 주가

베스트웨스턴 제주

익스피디아

2014년

제주지검장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김수창 제주지검장

제주서귀포 날씨

2013년

부끄러운 제주출신
친일파

제주반도체 주가

제주고딕기울기 apk

제주발전연구원

2012년

아쿠아플라넷 제주

아쿠아플라넷

제주 아쿠아리움

종묘제례의 제주자리

2011년

제주항공 만원

제주 7대 자연경관

제주항공 만원 항공권

김가영

2010년

제주 지진

제주롯데호텔

제주여행 패키지

제주올레길

자료 : 구글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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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ttps://trends.google.com/trends/explore?geo=KR&q=제주

시사점
제주의 문화는 오랜 기간 제주 사람들이 제주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만들
어낸 결과물이다. 섬이 지닌 폐쇄성은 현재까지 문화적 독창성과 고유성으
로 발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섬이 지닌 개방성은 미래를 향해 연결성과
혼종성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는
제주의 문화 매력 확대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다. 몇 가지 변화는
분명 제주의 문화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하겠지만, 또 다른 몇
가지 변화는 제주의 문화적 매력을 감소시킬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강력 범죄와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같은 일반적 사
회 문제와 더불어 외지인과 외국인 등 타 문화권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문
화 충돌이 품고 있는 잠재적 갈등 요소는 사전에 감지되고 충분히 해소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주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이 제주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제주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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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제주의 문화적 매력 확대 방향
소프트파워와 브랜드의 중요성 인식
제주의 문화적 매력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가 지닌 소프트파워를 끌
어올림으로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가 된다. 일명 소프트파
워(soft power)는 강제나 보상보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원하는 바
를 얻는 능력으로 정의된다(Nye, 1990; Nye, 2004). 소프트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가 아닌 사상, 문화, 지식, 제도 등에서 유래한 ‘연성
권력’으로,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무
력이나 무역을 통한 국가간 전쟁은 승패를 떠나 상호간에 치러야 할 비용
이 적지 않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문화력을 국제사회에서 중시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국가 차원의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목한 것이 이
른바 국가브랜드이다. 브랜드란 특정 대상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의미
하므로, 국가브랜드(national brand)란 “국내외 소비자들이 특정 국가의
비전에 주목하게 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믿게 만드는 대표적인 소
프트파워(Anholt, 2003)”로 정의된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로 앞으로는
이러한 소프트파워와 브랜드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문화적 매력의 중요도
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류 문명이 발전할수록 군사력은 억제되고 경제
력은 평준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미래에는 특정 구성체의 문화적 매력이
인간과 공동체는 물론 지역과 사회의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중
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이 아래와 같이 제
창한 문화국가론은 결국 소프트파워와 브랜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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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중
략)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
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중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자유와 창의가 넘
치는 문화국가’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
화시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12월 발표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
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라는 국가 문화정책의 3대 방향을
설정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여기서 자율성이란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서, 개인과 공동체의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자본과 권력으로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문
화의 창조적 상상력에 기초하고, 문화 역량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
본이 되는 가치로 해석된다. 다양성은 계급, 성, 인종, 언어, 종교, 성적 지향
성, 지역, 세대 등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 주체를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획일화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
하며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다. 창의성은 인간
이 지닌 고유한 능력이자 잠재력으로 사회발전과 혁신의 중요 동력이다.
창의성은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 요소이고, 사회혁신에서 귀중한 인간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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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자 역량으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사실 문화의 중요성은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가치이다. 법적으로는 이미 1972년 제정된 「문화예
술진흥법」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가 민주
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
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
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였다(제2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
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
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文化權)’을
가짐을 천명하였다(제4조).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조),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
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
다(제3조). 2018년 발표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는 문화와 관
련된 일련의 법적 가치와 이념을 종합하여 선언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문화 매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문화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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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도 부합한다. 자율성, 다양성, 독창성은 제주가 섬으로서 지닌 폐쇄성
과 개방성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도출된 가치와 일치하거나 이어진다. 자율
성과 독창성은 제주문화가 지닌 고유성과 연결된다. 제주의 자연환경에 적
응하며 자신만의 이야기와 질서를 만들어낸 바로 그 가치이자 정신이다.
다양성은 여러 문화권의 삶의 양식이 섞인 제주문화의 혼종성과 연결된다.
다양성은 제주의 문화를 보다 다채롭게 할 무한한 에너지를 품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
지만 문화는 결국 문화적 가치로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하므로 다양성을 품
는 포용의 가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제주 ‘지역’의 문화
적 가치이자 매력이다.

사람 중심의 포용과 쉼의 가치
제주의 문화 환경과 매력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결국 오늘의 제주를 살아가
는 사람들이다. 과거 오랜 기간 제주사람들이 제주의 자연과 꾸준히 상호
작용하며 지금의 제주문화를 일구어냈듯이, 미래의 제주 또한 현재 시점에
서 제주에 자리한 이들이 제주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
하며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제주 사람’은 원주민뿐만 아니라
타지나 해외에서 온 이주민은 물론 관광객, 비즈니스맨 등 본연의 정체성
과 관계없이 현재나 미래에 제주에 체류하거나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내지와 타지를 구분하고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서는 오늘의 제주가 지닌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화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는 성별, 종교, 인
종, 세대, 지역을 막론한 다양한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중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11쪽). 제주 사람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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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확대될수록 제주문화의 포용성 또한 크고 강해질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인류의 미래는 ‘일’이 아닌 ‘쉼’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진화하
리라 예상한다. 2018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93시간
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OECD, 20198). 과거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OECD 평균(1734
시간)보다 15%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정
책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제주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쉼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문화 환
경의 대표 지역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문화의 가치와 철학은 사
람의 생명과 권리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그러므로 노동
시간이 아닌 여가 등 인간의 문화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미래 제주
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노동으로부터 되찾은 인간의 시간을 문화의
영역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류는 그간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간의 감소를 다른 노동시간으로 돌리는 오류를 반복해
왔다. 사람 중심의 포용과 쉼의 가치를 위해, 제주는 지속가능한 문화적 매
력을 창조하고 확산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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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4. 제주의 문화 매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문화환경”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미래의 제주를 표현하는 희망 문구이다. 지금
까지 제주를 찾는 많은 이들이 자연이 주는 매력에 심취했다면, 앞으로의
제주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공
간이 되었으면 한다. 자연은 사람의 손길을 많이 타면 훼손될 우려가 있지
만, 문화는 사람의 손길이 이어질수록 윤이 나고 가치가 더해진다. 제주의
매력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주가 지닌 사회문화적 환
경을 고려한 문화적 매력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 3가지 차
원의 정책적 노력을 조심스레 제안한다.

사람과 쉼의 가치를 우선하는 휴먼 제주
근·현대 자본주의 이념에 따른 일과 사회를 우선하는 문화를 극복하고 제
주가 지닌 사람과 쉼의 가치를 구현하는 문화 환경을 구축한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이 노동을 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목
적에 대해 재고찰하고 집단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환
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와 일의 가치를 우선하는 문화에서
사람과 쉼의 가치를 우선하는 ‘휴먼 제주’로 거듭난다면 제주의 문화 매력
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다양성과 고유성이 공존하는 포용 제주
현재의 제주(다양성)와 과거의 제주(고유성)가 공존하는 포용적 문화 환
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제주의 문화 환경에 대한 열린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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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제주’ 또한 ‘과거의 제주’ 만큼이나 ‘미래의 제주’를 향해 가는 귀
중한 자원이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또 ‘다문화 제주’가 지닌 위협 요인
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약해지고 사
라져가는 제주의 문화적 독창성과 고유성을 보존하고 미래에도 여전한 제
주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다양성과 고유성이 공존하는 ‘포용 제주’로 부흥
하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창의적 이야기 자원이 넘쳐나는 브랜드 제주
제주의 자연 매력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매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 곳곳에 담긴 이야기를 찾거나 창조하여 제주가 지닌 소프트파워
를 제고한다. 제주 곳곳에 서려있는 설화, 전설, 민담과 같은 문화원형을 현
대적 감각으로 다듬고 대중화하여 다채로운 이야기 자원(story-telling), 지
식재산 콘텐츠(IP content)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오름, 곶자왈, 자리돔 등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이나 생명체에 새로운 이야기를 입히고 캐릭터
화를 시도한다면 제주의 환경 보호 캠페인은 물론 문화산업의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 가능한 IP 자원으로도 축적할 수 있다. 제주의 창의적 문화 환경
을 구축하고 다양한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고 확산한다면 ‘브랜드 제주’로
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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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사회복지
미래 2045
남진열
제주대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1.

서론

2.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 방향

3.

2045 대비 제주사회복지의 과제

1. 서론
제주의 2045년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제주의 사회복지환경은 어떻게 변
화되어 있을까? 제도 중심의 사회복지환경일까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사회
복지환경일까? 우리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회복
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AI(인공지능)의 도입과
진화로 인간은 AI와 공존해야 하는 세상이 시작되었다. AI의 진화는 사회복
지제도 및 성숙한 복지국가로의 이행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표
적으로 인간의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지금까지 인간이 담당해 왔
던 일자리를 AI가 대체함으로써 직장을 잃는 사람 또한 증가할 것이다. 앞
으로 25년 뒤의 일이다. AI로 인해 제주도민의 삶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연명(2015)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민주정부에서 복지제도의 급속한 팽창과 기존 복지제도의 재구조화로,
특히 최저생활의 보장 정도,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구비 여부, 그리고 공공
복지비 지출 규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초기단계의 복지국가에서 성숙단계의 복지국가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방향성의 설정에 따라 상이한 복지체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현시점에서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및 조세정책
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정책적 혁신을 하는가에 따라 성장과 분
배의 역작용을 최소화하고 선순환을 가져오는 ‘좋은’ 그리고 ‘효율적인’ 복
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책적 혁신이 없다면 초기 단계를 지
나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한다고 해도 분배의 정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되
는 영미형 복지국가의 단점과 복지제도가 사회불평등을 더욱 촉진하고 사
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남부유럽형 복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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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결합된 ‘좋지 않은’ 복지국가로 이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
적하고 있다(김연명, 2015).
이태수(2018)는 한국이 5대 위기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첫째, 생활불안, 주거불안, 육아불안, 교육불안, 건강불안, 노후불안
등 생활의 위기, 둘째,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양산,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청년실업, 노동의 가치 추락 등 노동의 위기, 셋째, 성장률 둔화, 창의성과
역동성 둔화, 노동 및 자본 균형 파괴, 경제 비민주화 등 경제의 위기, 넷째,
저출산, 고령화, 안전불안, 부패사회, 비민주적 조직문화, 범죄 창궐 등 사
회지속의 위기, 다섯째, 정부신뢰의 위기, 조세 부정의, 재정의 위기 등 정
부의 위기이다. 이러한 5대 위기의 원인을 복지의 저발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복지가 저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는 것이
다. 즉, 한국사회의 발전 과정에 걸맞는 복지국가의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이러한 위기가 유발되거나 더욱 증폭되거나, 심지어 위기로 인한 충격이
완화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태수, 2018).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진
단하고 있다. 첫째, 국민행복의 낮은 수준이다. 경제적 발전(GDP 순위 11
위, IMF) 대비 사회부문 투자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OECD 38개국 중 28위이며, 근로시간 과다(36개국 중 34위, OECD), 낮은
사회적 지지 및 협력(38개국 중 38위, OECD), 삶의 만족도 등 개선이 필요
한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저성장, 인구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다. 지체된 혁신으로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및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출산율 급락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
여 인구구조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연대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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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분배지표 악화, 세대별·성별 격차 확대 등으
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근
로빈곤 심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조세 및 사회지출의 소득재
분배 효과는 미흡하며, 노인빈곤, 성별 임금격차, 청년실업률 등 갈등요소
가 존재하여 사회통합 및 연대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젠더문제
에 대한 감수성이 커진 반면, 남·녀간 인식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9b).
현재 한국 사회복지환경의 한계와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지
출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OECD 평균의
53.7%(’15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성장 우선 패러다임으로 사회투자
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선진국에 비해 약 40∼50년 복지지출이 지체
되어 있으며, 현재 사회지출 규모는 경제 규모·성장률·인구고령화 등 요
인을 고려한 국제 비교 시 적정 수준 대비 약 52∼68%에 불과하다. 국민부
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40.6%)도 OECD(56.4%)의 72.0%에 불과
하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넓은 사각지대 존재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국
민연금의 장기체납 및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자영업자 등 실
질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사회보험의 낮은 보장성이다. 건강
보험의 낮은 보장률(’16년, 62.6%; OECD 80%), 실업급여의 부족한 지급
수준 및 기간,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16년, 39.3%; OECD 40.6%)
등이다. 넷째,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이용체계(주거, 요양, 돌봄, 보육
등)로 서비스의 질이 낮고,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복
지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가 병원이나 시설 중심(병원·시설생활 노인 49.8만 명, ’16. 12월)이고,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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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도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9b).
제주지역 또한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의 가속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문제의 노출,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수요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태수(2018)는 제주형 복지모형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크게 2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시대과제
로서의 복지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 둘째,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
도만의 복지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국가 강화에 따른 각종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그
효과를 제주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도록 선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가 제주형 복지모형에 더욱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서 제주의 특수성에 포함시켜야 할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심각한 역작용으로서의 불평등 심화 가능성이
다. 비교적 여유 있는 타지역 주민의 제주도 유입으로 향후 국제자유도시
를 추진할수록 필연적으로 제주도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으로 이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
째, 도농복합도시의 면모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
곳 중심의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생활인과 농어촌생활인 사이의 생활 패
턴이 잘 융합되고 생산과 소비까지도 연결되는 공동의 생활권으로서 가능
토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세 번째, 원주민과 이주민의 이원화 경향을 해
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득과 문화, 생활양식의 이원화가 고착되지 않
도록 상호 간의 교류와 소통, 공동체의식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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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족사회적인 공동체성의 보존이 필요하다.
제주도민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강한 공동체의식은 매우 소중한 자산으
로써, 폐쇄적인 지연이나 혈연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복지공동체
를 만들어가고 자치와 협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
된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제시되고 있
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 방향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향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은 2019년에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
계획(2019~2023)’과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① 사회보장정책의 장기비전과 전략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첫째,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
보장의 체감도가 저하됨에 따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
용적 사회보장 체계의 필요성, 둘째,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사회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지만,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등 재정악화 요인도 증대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의 필요
성, 그리고 셋째,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노동-소득-교육-건강 격차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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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통합성을 저해함에 따라 삶의 핵심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보장의 장기비전과 사회보장정책의 4대
추진원칙 및 전략, 그리고 4대 핵심분야 목표와 분야별 12대 중점 추진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가. 사회보장의 장기비전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사회를 통해 사회보장의 장기비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
는 포용사회”로 설정하고 있다.

나.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원칙 및 전략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원칙은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 사회보장제도
의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
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등이다.
첫째,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포괄성, 보편성, 공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
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자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서비스 도입 및 강화로 보편적 서
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그리고 고용·교육·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는 제도와 추진체계 중심으
로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체계 강화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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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추진체계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간 정
책조정기능의 강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지방 협업체계의
강화, 그리고 사회보장 종합 평가체계의 고도화 등 부처 간 사업 조정·사각
지대 해소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의 구축은 공급자 관
점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 이용체계를 수요자 욕구 중심
으로 연계된 통합적 이용체계로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가 살던 곳
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복지, 돌봄, 요양·보건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통합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로 패러
다임의 재정립이다.
넷째,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에서는 포용과 혁신의 관계,
국가와 개인의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포용과 혁신의 관계에서는 포
용적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의 혁신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포용적 사
회보장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구조조정 등 발
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혁신능력 제고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기반 위에서 개인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저성장·고
위험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포용과 혁신
의 선순환은 혁신을 통한 성장이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여
건을 제공하여 혁신적 포용사회 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사회통합 및 혁신에 상호보완 및 협력의 관계이다. 국가는 사회통
합의 기반으로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역할을 하고, 개인은 혁신의 주체
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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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대 핵심분야 목표와 분야별 12대 중점 추진과제

4대 핵심분야는 고용·교육 분야, 소득보장 분야, 건강보장 분야, 사회서비
스 분야이다. 분야별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고용 및 교육 분야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17년 22.3%, ’23
년 18.0%, ’40년 15.0%로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형태의 다
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인적자원
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 강화,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등이다.
둘째, 소득보장 분야이다. 상대빈곤율을 ’17년 17.4%, ’23년 15.5%, ’40
년 11.3%로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
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중점 추진과제
는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이다.
셋째, 건강보장 분야이다. 건강수명을 ’16년 73세, ’23년 75세, ’40년
78세로 연장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GDP대비 투자비율을 ’15년 5.7%, ’23
년 7.4%, ’40년 10.7%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적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

92

력의 양성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
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
뢰성 제고 등이다.

②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에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 2045’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년 동안 국
가 유형의 차원에서 식민국가, 분단국가, 발전국가, 신자유주의적 발전국
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외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이 지향
해야 할 국가 유형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택하게 되었다. 2045년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광복을 되찾은 1945년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
이며, 광복 100주년에 실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비전의 원년
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가 추구하는 가치는 핵심가치로서
‘포용’과 ‘혁신’, 그리고 기반가치로서 ‘공정’과 ‘평화’ 4가지다. 포용은 개인
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를 증진시키고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
도록 제도 및 환경을 제공하는 가치이며, 혁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전
보다 나은 새로운 과정과 결과, 가치를 창출하여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공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노력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상태의 가치이며, 그리고
평화는 집단 간, 국가 간, 진영 간 적대감과 무력충돌이 존재하지 않고, 상호
호혜적 관계를 통해 발전하는 상태의 가치이다.
이러한 4대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4대 전략과 22대 과
제가 제시되어 있다.

93

그림 1.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4대 전략과 22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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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4대 전략(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성장동력 확보,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환경)과 22대 과제 중
에서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이다. 세부
전략은 기본생활 보장사회, 차별 없는 사회, 신활력 역량 사회 3개이며, 총
8개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세부전략별 과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본생활 보장사회는 누구나 기본생활을 누리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소득보장(과제 1), 보건의료체계 혁신과 보건의료기술 발
전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보장(과제 2),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지출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사회지출투자(과제 3) 등 3
개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둘째, 차별 없는 사회는 개인화와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성평등 사
회를 지속시키려는 젠더평등(과제 4), 다양성의 수용으로 공존과 평화의 공
동체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화적 공존(과제 5) 등 2개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셋째, 신활력 역량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에도 활력 있는 사회를 구
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제 6),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산업으
로 글로벌소프트파워를 발휘하는 글로벌소프트파워(과제 7), 그리고 고등
교육체계의 전면 혁신으로 미래 역량사회를 선도하는 고등교육혁신(과제
8) 등 3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전략의 과제
여기에서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전략의 8개 과제 중 건강보장(과제 2),
글로벌 소프트파워(과제 7), 고등교육혁신(과제 8) 3개 과제를 제외하고 사
회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5개 과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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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누구나 기본생활을 누리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한다.

(과제 1)이 도출된 배경을 현재 여건과 미래 트렌드로 구분해 보면, 현재 여
건으로는 먼저,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등의 생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생활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하여 ’19년 661만 명
(33.0% 차지), ’19년 8월 현재 전체 자영업자 566만 2000명 중 영세자영
업자는 72.9%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로 일을 통한 생활안정이 어
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대리운전,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며, 고용형태에 관계없는
사회수당은 7세 미만과 65세 이상에 주로 적용되어, 나머지 근로계층의 소
득불안정을 회복할 사회임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
장제도로는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를 배제시키고, 셋째, 총조정처분가
능 소득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로 귀결되는
등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불안정성은 증대된다는 것이다.
미래 트렌드로는 첫째,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숙련도가 높은 소수 노
동자를 제외하면 기술소유 여부, 로봇에 의한 대체 여부에 따라 고용 불안
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새로운 고용관계의 등장과 소득 불안정성
이 증대될 것이며, 둘째,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공동체 등장과 개인주의에
바탕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가족 단위로 설계된 현재의 사회보장체계의 변
화가 불가피한 것 등 새로운 고용관계의 등장과 개인화의 심화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누구나 기본생활을 누리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제
시된 5개의 핵심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무
소득 노동자 등 노동하는 모든 인구가 소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
요시 급여를 받는 새로운 사회보험체계의 수립과 미래 노동시장과 생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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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위험에 따른 신종 사회보험 도입 등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험체계로의
전환이며, 둘째, 출산, 가사노동, 공유부(commons) 생산 등 사회적 기여를
크레딧 형태로 노동소득과 함께 적극 인정하도록 사회보험체계 수정 및 이
를 근거로 사회수당의 확대 등 사회적 기여의 폭넓은 인정, 셋째, 개인의 생
애주기별 필요지출에 근거하여 수당지급, 특히 생산가능인구계층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개인단위 사회수당제의 촘촘한 배치, 넷째, 사회보험
및 사회수당의 충실화로 공공부조는 최저소득보장 형태로 연계하여 운영
하고, 개인에게 사고나 재해 등으로 불시에 재난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발동되는 긴급 사회부조 형태 정도로 공공부조의 기능을 축소하는 등 사회
보험 및 사회수당을 공공부조와 연계 또는 기능의 대체, 마지막으로 미래
창출되는 공유부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이에 대한 과세체계의 제도화와 공
유부로부터 발생한 세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할당에 대한 규정 법
제화 등 공유부에서 창출된 이익에 대한 재분배 체계의 구축 등이다.
(과제 1)의 수행을 통하여 광범위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로 소득불평등
이 심화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를 2045년까지 중층적 소득보장체계와 개
인단위 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시민권에 기반한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
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과제 3.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지출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한다.

(과제 3)이 도출된 배경을 현재 여건과 미래 트렌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재 여건으로는 먼저, 공적 사회지출은 ’05년 6.2%에서 ’18년 11.1%로 약
5% 상승하였으며, 노령·건강 등 제도 성숙 과정에 있는 사회보험 급여의
절대 규모 증가와 최근 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족 관련 정책에 기인
하는 등 공공사회지출이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둘째, 시장소득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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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는 사회정책의 역할이 OECD 국가들과 비교 시, 매우 약한 수준에
불과하고, OECD 평균과 1만불 기준 12.9%, 3만불 기준 7.1%의 격차가 존
재하는 등 OECD 국가와 비교 시, 소득수준이 같은 시기에 국가가 지출한
공적사회지출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결
과 국가 책임이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래 트렌드로는 현재 제
도하에서 제도의 성숙과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사회지출비용이 2045년
에 23.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부분 사회보험 지출의 증
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비중은 총 사회지출의 ’18년 62.2%에서 ’45년
78.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족, 실업, 주거 영역 등에 대한 GDP 대
비 지출 규모는 현재 수준에 그침에 따라 향후 사회지출 수준은 중(中)복지
수준으로 상승하나, 구조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지출로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4개의
핵심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기여노
동 인정 등의 급여 대상 확대, 보편적 사회수당 확충 등 제도 신설 및 개선,
공유부 생산에 대한 보상 등 급여 확대 및 제도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의 추
가 지출, 둘째,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개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지속적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사회보험 지
출의 확대, 셋째, 의료 이용 적정화, 예방, 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혁신기술 적극 도입, 의료전달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효율성 증대, 현재
와 같은 증가 추이는 지속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지불보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비지출의 합리적 통제방안 마련 등 의료비 급팽창에 대한 합리적
절감, 넷째,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재정책임 강화, 사회보험료율의 지속적
현실화 및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관리의 일원
체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조세제도 공정성 강화, 거래 투명성 및 세원 노출

98

제고, 법인세 세율 상향 및 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4～5%p 조세
부담률 제고 등 포용국가 조세체제 정립에 기반한 필요 재원 확보 등이다.
(과제 3)의 수행을 통하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사회적 필요 대
비 낮은 사회지출비의 현재 사회를 2045년까지 일반재정 사회지출 확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부담 가능한 재원 조달 등을 통해 OECD 평균 이상
의 복지국가 지출 수준의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과제 4. 개인화와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성평등사회를 지속한다.

(과제 4)가 도출된 배경을 현재 여건과 미래 트렌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재 여건으로는 먼저, 가족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화되지만 부계혈연
중심, 성별분업, 가족규범은 온존되고,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거부로 1
인 가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계적 성별분업 구조의 영향력이 여전하고, 성별 임금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며, 남성 생계 부양자를 노동자의 표준으로 상정하는 일모델 변화가
미비하여 여성 경력단절 예방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점 등 일·가족 생활 여
건 변화에도 성별분업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미래 트렌드는 첫째,
개인화 경향은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할 권리 요구를 증가시켜 다
양한 형태의 대안 가족들 출현이 예상되고, 1인 가구 증가는 무연사회 도래
와 돌봄위기 가능성 확대 등 대안 가족들이 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증가
할 것이며, 둘째, AI기술이 여성집중 직종(사무직, 서비스직)부터 대체하고
있어 여성의 일자리 상황과 경제적 독립성 악화가 예상되고, 성별화된 이
중노동시장 구조의 개선 없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과학기술 연구
개발 인력 여성의 대표성은 더욱 취약이 예상되는 등 AI기술 확대에 따른
성별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젠더 관계 전환 가능성과 새로운 위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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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화와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성평등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한
5개의 핵심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부성우선주의 원칙, 민법상 가족 정
의 조항 등 법·제도의 가족 범위 개선과 혼인 아닌 결합관계를 맺은 생활동
반자 관계, 주거·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의 가족 지위 보장 등 대안적
가족제도와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둘째, 일에만 전념하는 노동자가 아니
라 일과 돌봄, 지역사회 활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시민을 모델로 한 노동
시장, 가족제도 재구조화와 공동 돌봄활동 등을 시민활동으로 인정하고 보
상하는 시민활동 계좌제, 돌봄 등의 시민활동과 직업훈련으로 반복 유발될
수 있는 경력단절 기간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등 ‘일하고 돌보며 참여하
는 시민’ 모델로의 전환 필요, 셋째,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진
로개발, ICT 분야 유리천장 해소, 저숙련, 영세자영업 종사자의 공공 직업
훈련 기회 확대, 고숙련 기술기반 직종 유지를 위한 경력개발 다각화 등의
기술 활용에서 젠더 격차 완화와 혁신 역량에 차별 없는 접근, 넷째, 성평등
의제에 대한 공론장 확대, 의회·정당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 동수 참여, 포
괄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남녀 동수 내각 실현,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성 주류화 추진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범부처 정책의
조율 등 성평등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 4)의 수행을 통하여 부계 혈연 정상가족 위주 가족규범과 제도,
남성 중심 노동시장과 돌봄의 여성 책임 등 젠더 인식 변화에 뒤처진 성별
격차가 있는 현재 사회를 2045년까지 친밀성에 기초한 다양한 가족구성
과 평등한 관계, 성 역할 구분과 위계 없는 평등한 일터 등 함께 일하고 돌
보는 성평등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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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다양성의 수용으로 공존과 평화의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킨다.

(과제 5)가 도출된 배경을 현재 여건과 미래 트렌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재 여건으로는 먼저, 이주 및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인구구성 다변화와 함
께 다문화 사회 진입, 이주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의 증가 등 현재 우리나라 원국적별 인구구성 다변화의 증가, 둘째, 젠더 갈
등, 세대 갈등, 장애인 차별, 가짜 뉴스 등 다양한 사회갈등 및 혐오표현 증
대, 지리적 상상력을 뛰어 넘는 상호문화적 다양성 증진 필요 등 인구구성
의 다변화에도 다른 문화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상
태에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 트렌드로는
첫째, 이주민의 수는 계속 확대되어 ’17년 33만 명에서 향후 지속적 증가 예
상, 이주 장기화에 따른 이민 2세, 3세의 성인시기 진입 확대 추세, 결혼이
주, 노동이주 외 유학, 비즈니스 관련 외국인 유입 가속화 등 인구구성의 다
변화로 다문화사회 진입 가속화, 둘째, 인구 및 문화 다양성,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대중화,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의 제고로 글
로벌 차원의 책임 강화는 물론 국민 삶에서 온·오프라인 국제교류 일상화
등 단일민족, 문화 동질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의 탈피 등 인구구성의 다
변화와 글로벌 역량 요구사회로 급속히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양성의 수용으로 공존과 평화의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4
개의 핵심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이주민, 탈북민 등 다양한 소수자 문
화의 보호와 진흥, 지역문화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 차원의 문화 다양성 증
진, 소수자 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콘텐츠와 미디어플랫폼 다양성 확대 지
원 등 문화 다양성 확대로 문화분야 포용성 증진, 둘째, 다언어 상담과 정
보제공 등 지원 인프라 확립, 이주배경 아동을 포용하는 돌봄 및 교육 지원
체계화 등 이주민 인권보호와 돌봄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 셋째,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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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공공기관 및 직장 내 교육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체계화, 문화적
편견 및 혐오 콘텐츠를 차단하는 미디어 환경 개선,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적 장치 마련 등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한류’를 글로벌 교류와 협력의 동반자로 상징화, 신북방 및 신남방 문화
ODA 확대, 평화와 포용을 매개로 한 공생의 문화교류협력 활성화 등 공존
과 호혜의 글로벌 문화교류협력 추진 등이다.
(과제 5)의 수행을 통하여 이주민 대상 한국문화 적응 지원, 사회적 차
별과 갈등의 사후 관리 등 지원 중심 다문화 정책의 현재 사회를 2045년까
지 가치 다원화에 기반한 문화 다양성 실현, 차별과 배제를 넘어 공존의 문
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시민시대를 구현하고자 한다.

과제 6. 저출산·고령사회에도 활력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과제 6)이 도출된 배경을 현재 여건과 미래 트렌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재 여건으로는 먼저, 1983년 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2.1명 이하)로 진입
한 이후, 2002년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까지 낮아진 이후, 2019년은 매월 전년 대비 최저 출생아수를 기록
하는 등 저출산 기조로 인한 출생아 수의 급감 추세, 둘째, 2000년 고령화
사회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 도달, 2025년에 초고령사회 도래 예상 등 세
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이를 나타내는 등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
로 저출산현상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 트렌드로는 첫째, 조출산율
의 회복 정도에 따라 인구 감소 규모가 달라지지만 2045년까지는 5000만
명 내외로 감소가 불가피하고, 2045년 이후 속도가 빨라져 이민 허용 등 특
별한 여건 변화가 없다면 극단적으로 2100년에는 인구 1000만 명대까지
급감할 가능성도 대두되는 등 현재 추세라면 중장기적으로 총인구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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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불가피, 둘째, 인구감소로 노인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45
년 37.0%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반면, 생산인구 비중은 동기간 72.7%에서
53.6%로 2/3 수준으로 급감이 전망되고, 이 결과 노인부양비 또한 악화되
어 2017년 18.7명에서 2045년 70명 내외로 악화 전망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전망, 셋째, 돌봄·교육기관의 과잉공급 대응
및 주택의 수급조정 필요, 국방인력의 부족 대비, 노동인구 부족, 산업·소
비구조 재편, 성장률 저하, 재정수지 불안 등 우려, 공간적으로 지역 간 인
구쏠림현상과 함께 농어촌의 붕괴와 지방도시 쇠퇴 전망 등 사회·경제·공
간 분야에 커다란 충격이 예상되는 등 총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와 부양비
의 급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도 활력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4개의 핵심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돌봄 차원에서 공보육의 질 담보를 위한 시설
당 적정규모 산출 및 과잉시설의 전환, 학교 차원에서 지역사회 상황에 적
합한 맞춤형 초·중등 교육 재편과 고등교육의 기능과 구조의 질적 혁신, 국
방 차원에서 병력과 무기 현대화, 특히 부분 모병제 도입, 사회지출 차원에
서 고령층에 대한 건강보험·연금지출 재구조화, 주거 차원에서 주택 분포
및 적정수급 조정, 기본주거 수준 보장, 지역 차원에서 지역 단위 개편 및
새로운 모빌리티(mobility) 개념으로 공간 재설계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한
사회구조 개혁, 둘째, 노인의 구매력에 기반한 실버기술 및 실버산업 활성
화, 단독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 등 기술·산
업구조의 재편, 셋째, 청년기 진학 및 취업 시기 선택의 유연화로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산업 환경과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정년제 적용의 합리적
변용,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등을 통해 건강한 노령인구의 고용촉진 등 잠
재적 노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 재편, 마지막으로 돌봄·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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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투자 확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
계 구축, 여성노동력에 대한 교육 및 기술훈련 등 투자, 청·장년기 급격한
기술변화로 평생학습체계 등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
등이다.
(과제 6)의 수행을 통하여 저출산 해결용 백화점식 정책의 나열과 취
약계층 중심, 비용지원 정책 위주의 세계 최저 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인 현재 사회를 2045년까지 인구 감소 대비 사회시스템 개혁과 신
활력사회로의 전환 등 저출산·고령사회 친화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
한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 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은 2016년에 수립된 ‘제주 미래비전’
과 2019년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운
영모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그리고 제주특별
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의 ‘2020년 보건복지여성국 정책목표와 전략’ 등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제주 미래비전
제주 미래비전 체계의 핵심가치는 ‘청정’과 ‘공존’이며, 핵심가치 ‘청정’의
중심가치는 자연, 치유, 휴양, 건강이며, 핵심가치 ‘공존’의 중심가치는 평
화, 문화, 사람, 세계화이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채택된 제주 미래비전
의 슬로건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이다. 미래비전이 추구하
는 목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이다.
부문별 현안이슈를 청정과 공존 가치에 기반하여 6대 부문의 목표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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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 미래비전의 6대 부문은 생태·자연·청정 부문, 편리·안전·안심
부문, 성장관리 부문, 상생·창조 부문, 휴양·관광 부문, 문화·교육·복지 부
문 등이다. 편리·안전·안심 부문, 문화·교육·복지 부문 중 사회복지와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는 실천전략 즉, 편리·안전·안심 부문의 ‘누구나 편리한
(Universal Design) 제주 만들기(실천전략 2-4-2)’,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융합도시 조성(실천전략 2-4-3)’과 문화·교육·복지 부문의 ‘보
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실천전략 6-4-1)’, ‘안정적인 노
후생활 인프라 확충(실천전략 6-4-2)’, ‘모두가 누리는 생활안정 복지체계
마련(실천전략 6-4-3)’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천전략 2-4-2. 누구나 편리한(Universal Design) 제주 만들기

실천전략 ‘누구나 편리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추진방안은, 성별, 국적, 장
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을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디자인 복지 제주
를 추구하기 위한 ‘무장애시설의 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누구나 편
리한 사회환경 조성’,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정보 및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까지 중요하게 다루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추구’, 그리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세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의 경우 의
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으
로 제주 전체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산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침의 제정을
통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방안 강구’ 등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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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2-4-3.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융합도시 조성

실천전략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융합도시 조성’의 추진방안
은, 외국인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
인 밀집 생활권별로 주민센터 내에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의
‘외국인이 언어에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문화융합역량이
높은 다양한 인종의 교사들이 배치되어 문화융합적인 커리큘럼과 협력적
인 교육방식을 지향하는 범세계주의적 교육관 및 교육제도의 도입과 통역
이나 제3자 도움 없이도 혼자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다국어로 작성
된 병원이용 안내 자료 제공 및 병원 내 외국어 표지판 설치 등 ‘외국인이
교육과 의료에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주거지역이
특정 민족과 문화권을 단위로 ‘선을 긋는’ 방식으로 구획되는 것을 지양하
는 등 ‘외국인이 분리·고립되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개방적·친화적인 근
린환경 조성’ 등 3가지이다.

실천전략 6-4-1.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실천전략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방안은, 젊
은 부모들의 거주지 선택의 중요요인 중 하나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돌봄과 일·가정 양립 기
반 강화’, 청·장년 여성, 이주여성, 농·어촌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력관리 원스톱서비스 제공으
로 실질적 취업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부모(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
원’, 그리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임산부·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여성친화도시 환경을 조
성하는 등 ‘여성과 가족이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 등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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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6-4-2.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확충

실천전략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확충’의 추진방안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폐가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코
하우징(Co-Housing) 조성 및 노년층의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코하우징
단지조성 등 ‘쾌적하고 건강한 노인 및 장애인 맞춤형 주택 공급’, 고령자
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정책은 개조비용 저리융자 이외에 개조보조금
지급, 개조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
택개조사업 추진’,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의료 및 식사서비스 등을 받으
며 공동생활을 하는 복지시설형과 건강한 장년층이 취미와 여가활동 등 공
통의 관심사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코하우징(Co-Housing)형 등 다양한
구성과 형태를 도모하는 ‘시니어 건강마을 조성(도심형/전원형)’, 예비노
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과 경영과 관련한 인큐베이터 운영’을 통해 자영업
안정성 유지와 성공적인 창업지원 및 지속적 컨설팅 시행방안의 마련과 노
인 일자리 창출 지원, 마을 단위 노인 참여형 사회적기업 육성 등의 ‘노후
생활 안정화 정책 마련’, 그리고 노인들이 여가문화활동에 새로이 진입하
도록 지원하고,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여가문화활동 또한 지속되도록 동호
회 활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의 개최 등 ‘문화복지 체계 속에서 노인
여가문화 정책 구현’ 등 5가지이다.

실천전략 6-4-3. 모두가 누리는 생활안정 복지체계 마련

실천전략 ‘모두가 누리는 생활안정 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방안은, 종
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유사한 소규모 문화복지누리공간을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별로 두어 소외지역 주민들도 일정 수준의 문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제주 생활권별 문화복지누리공간 조성’,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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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누리공간의 콘셉트는 아이, 주부, 어르신이 함께 와서, 아이는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주부는 체육시설을 누리고, 어르신은 문화활동을 누
리는 등 다양한 계층이 한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마련
과 교류공간의 역할 수행 등 ‘문화복지누리공간 조성을 통한 세대통합형
교류공간 확대’, 그리고 복지 수혜대상 지역 및 대상자에 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및 효율적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하
는 등 ‘효율적 복지서비스 공급과 관리를 위한 복지지원 조정시스템 구축’
등 3가지이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도민이(보편성), 공
동체가 발전시켜온 사회·환경·문화적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시민적 차원
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도록(사회적 권리) 우리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특
성을 고려하고(고유성)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지향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실현가능성)으로 제시되었다(김
정득 외, 201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은 사회보장 중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제
외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복지(돌봄서비스), 건강(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여가문화, 환경 등 7개 영역, 공공부조제도의 소득 영역 1개, 그리고
제주 환경적 여건과 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안전 영역 1개를 포함하여 총 9
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복지기준선, 전략, 핵심과제, 추진방안, 성과지표,
도민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의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
지기준선을 각 영역별로 설정한 복지기준선, 전략, 핵심과제 중심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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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지(돌봄서비스) 영역

돌봄서비스 영역의 복지기준선 ‘제주도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돌봄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의 전략은 2개이다. 첫째 전략 ‘더 큰 제주 통합
복지하나로 전달체계 구축’의 핵심과제는 읍면동과 지역사회가 결합된 통
합복지의 하나로 전달체계 구축과 마을복지플래너 배치 등이며, 둘째 전략
‘서비스 영역·대상 사각지대 해소와 질 개선’의 핵심과제는 생애주기별 서
비스 지원체계 구축, 새로운 인프라 구축보다 현재 서비스 체계의 기능 전
환 혹은 도내 유효공간 활용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지역통합돌봄 시
범사업 추진 및 확대 시행, 돌봄노동자의 인권보장방안 마련 등이다.

나. 건강(보건의료) 영역

건강(보건의료) 영역의 복지기준선은 제시되지 않고, 전도민, 문제군(위험
군), 급성환자군, 만성환자군, 기타의 대상별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도민 대상 전략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홍보 정책 강화’의 추진과
제는 인식개선사업과 방송, 영화관 홍보 등이며, 문제군(위험군) 대상 전략
‘선별 및 조기개입 서비스’의 추진과제는 조기 선별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
신건강 검진 사업, 문제 발견시 센터와 연계한 심층 상담 및 검사,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등이다. 급성환자군 대상 전략 ‘조기치료 응급 정신의료
체계 구축’의 추진과제는 응급 정신의료 체계 구축, 의료비 지원 등이고, 만
성환자군 대상 전략 ‘근거기반 치료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추진과제는
사례관리 강화, 정신건강센터 강화, 정신의료기관 기반 사례관리 사업, 사
회복귀를 위한 중간의 집, 그룹홈, 주거 지원, 낮병동 강화 등이며, 기타 전
략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의 추진과제는 정신건강 실
태조사, 정신건강 big data 분석, 조례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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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의 복지기준선 ‘모든 도민이 전 생애에 걸쳐 균등한 교육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보장 받는다’의 전략은 4개이다. 첫째 전략 ‘균등한 교
육기회를 통하여 지역격차의 극소화’의 핵심과제는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마련, 생애주기별 맞춤형 특수교육 실시 등이며, 둘째 전략 ‘놀이
와 돌봄, 배움과 행함이 연결되는 교육환경 조성’의 핵심과제는 생태놀이
터 구축, 유·초 방과후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돌봄체계 구축 등이다. 셋째
전략 ‘생애주기별 생태교육환경 조성’의 핵심과제는 (결혼 전) 예비부모
교육, 경로당을 ‘노치원’화하고 맞춤형 배달강좌제 도입 등이며, 넷째 전략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는 도청-시청-교육청-학교-전문가
협의회 구성, 교육청 내 교육복지업무 통합지원체계 마련 등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라. 고용 영역

고용 영역의 복지기준선 ‘누구나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
는 제주 만들기’의 전략은 2개이다. 첫째 전략 ‘누구나 원하는 좋은 일자리
확대’의 핵심과제는 생활임금제 확산, 취약계층(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
인 등)의 고용기회 확대,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이며, 둘째 전략 ‘노사 모두가 행복한 노동환경 조성’의 핵심과제는 가족친
화형 노동환경 조성, 근로시간 준수, 노사협의회 활성화, 근로자 교육훈련
확대,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등이다.

마. 주거 영역

주거 영역의 복지기준선 ‘주거 걱정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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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주’의 전략은 2개이다.

첫째 전략 ‘안심하고 살기 좋은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의 핵심과제는 주거
사다리 강화 정책,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 정책 강화, 주택법 근거 최저주
거 세대별 기준 1.5배 면적 실현,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등이며, 둘째 전략

‘ᄒᆞᆫ디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핵심과제는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강화, 따뜻한 주민공동체 조성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
봄 연계 주택 보급 등이다.

바. 문화 영역

문화 영역의 복지기준선 ‘모든 거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여가생활
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의 전략은 2개이다. 첫째 전략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여가공간 문턱 낮추기’의 핵심과제는 공공재 활용 여가 공간
확보, 마을의 유휴공간을 여가공간으로 활용, 사회적 소통 약자를 위한 유
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여가공간 확보 등이며, 둘째 전략 ‘누구나 자유롭
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의 핵심과제는 생애주기별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정보 플랫폼 구축, 매개인력(코디네이터) 양성
및 매칭,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이다.

사. 환경 영역

환경 영역의 복지기준선 ‘제주의 청정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민
모두가 환경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자’의 전략은 2개이다. 첫째 전략 ‘보
전전략 : 청정환경 지키기’의 핵심과제는 환경자원총량 보전제, 녹색소비
생활 실천(친환경사회체제 구축) 등이며, 둘째 전략 ‘가치공유 전략: 청정
환경 누리기’의 핵심과제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수돗물을 안
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하기,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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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득 영역

소득 영역의 복지기준선 ‘제주도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소득 이상 보장하기’의 전략은 2개이다. 첫째 전략 ‘빈곤 상태임에
도 불구하고 최저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의 핵심과제
는 민·관 사회복지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 발굴, 행정인력
보강과 공무원들의 비수급 빈곤층 발굴 노력 강화, 빈곤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data)의 정기적 수집 등이며, 둘째 전략 ‘긴급복지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의 핵심과제는 제주형 긴급복
지제도 마련, 제주형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대책 수립, 경제적 위기에
있는 도민 발굴 체계 개발 및 활용 등이다.

자. 안전 영역

안전 영역의 복지기준선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안심 제주’의 전략은 2
개이다. 첫째 전략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의 핵심과제는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안전문화 확산, 안전취약계층 재난 대응 교육 실시 등이며, 둘
째 전략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의 핵심과제는 범죄 제어 인프라 구축, 가
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LED 교체, 음주청정지역 확대 등이다.

③ 제주형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모델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
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지역사회 내 여러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의 매커니즘과 관련주체
및 서비스 간 관련성을 고려하여 CMO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모델(그림 2 참조)을 제시하고 있다(황성준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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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의 핵심은 주민과 지역의 욕구가 중심이며, 이를 기반으로 행
정조직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며, (그림 2)의
Context는 이러한 모델이 탄생된 배경이며, 매커니즘(Mechanism)은 양
방향 화살표는 연계순환, 한 방향 화살표는 과정 및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커니즘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
모델이 성공하느냐와 직결되며,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사회
에서의 삶이 보장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모델의 비전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행
복한 삶, 행복한 동네 만들기’이며, 3대 목표는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 통합
전달체계 마련, 지역공동체 중심의 수눌음 지역사회보장 평생안전망 구축,
실행력과 지속성이 담보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
한 3대 추진전략별 3개씩의 전략과제와 전략과제별 실행계획이 제안되어
있다. 첫째 전략 ‘소통기능 체계화’의 전략과제는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
체계 개편, 연계·협력 기능 강화, 통합정보시스템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이다. 둘째 전략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전략과제는 주민력 강화, 전문역량
증진, 홍보 및 인식개선 등이며, 그리고 셋째 전략 ‘실행기 확립’의 전략과
제는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
역사회 자원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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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MO모형을 활용한 제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모델(안)

범례

과정, 단계

연계,순환

케어플랜 수립·시행

대상발굴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지역여건 및
특수성

읍면동

행정 시

도

•종합상담(초기상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
•케어플랜수립
•위기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역케어회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매뉴얼 및 교육훈련
•공급지원의 배분과 조정
•법적, 제도적, 재정적,
인적 자원

빅데이터
정보시스템

114

주거관련
전문기관

보건의료기관

사회서비스
이용시설

장기요양
바우처제공기관

시설보호
관련기관

사회서비스원

자생조직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회적경제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환경
안정
요양

복지

돌봄
지원센터

소득

고용
돌봄

주거

주민자치회

주민·지역욕구

도기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학교·연구기관

모니터링
사후관리
실적평가
욕구조사

보건
의료

케어안심주택
지역사회
복귀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스마트인프라
IOT 관련 인프라

제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한 8개의 정책적 제언을 제
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를 마을단위로 구분하여 수요와 공급을 충분
히 분석하고, 지역의 욕구에 맞는 돌봄사업을 구상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추진력은 ‘지역의 복지력’과 ‘복지의 지역력’의 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력과 지역력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셋째, 생활권
(읍면동, 리) 단위의 지역에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적 경제 및
민간조직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의 실질적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
째, 정책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체
계적·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민·관 공유 플랫폼인 정
보시스템(통합복지하나로) 구축은 공급자 및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하여 주민이 주축이 되는 지역사회
조직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일곱째, 부서 간 또는 분야 간 칸막이 현
상, 특히 공공조직 내 보건·의료·복지 간, 복지 부서 내 팀 간 칸막이현상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개편 시 역할 명확화의 필요
와 매뉴얼 형태로 자세히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
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및 대상지역 선정과정을
거쳐 2019년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
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까지 17개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단
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9a).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배경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
다. 첫째,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이다. 고령사회 도래, 여성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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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아동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
부문 역할의 강화 필요성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
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였다는 인식이다. 셋
째, 휴먼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중요성이다. 사회서비스는 제공
인력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는 휴먼서비스로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치가 용이한 소규모시설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넷째, 사회
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이다.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이나, 위탁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불안하고, 개개 시
설의 분절적 운영으로 체계적·균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며, 공공의 직영방식은 시설 운영 책임주체가 명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 종사자 고용불안 해소가 가능하나, 민간영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
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서비
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 제고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
을 결합한 공급주체로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5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둘째,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장기요양, 노인돌
봄, 장애인활동지원 등)를 통합·연계 제공 역할. 셋째, 민간 제공기관의 서
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재무·회계·노무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및
시설 안전점검 등 지원 역할, 넷째, 지자체의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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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성 제고 등을 위
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역할 등이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제공인력, 이용자, 제공기관,
전달체계 등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공인력(종사자) 차원
에서는 고용안정성 강화,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 차원
에서는 공공시설 관리 강화, 재정관리 투명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이다. 셋째, 제
공기관 차원에서는 행정 업무부담 경감, 권리·의무 주체의 명확화 등을 통
해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 지원 사업의 수행,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격차 완
화 등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 경기,
대구, 경남 4개 시·도의 사례 수집과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7월에 ‘(가칭)제
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제주특별자
치도 복지정책과, 2019a).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7월 사회서비스원 설
립을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
안 연구용역(남진열 외, 2019)’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기
본 구도, 설립 모형, 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서
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종사자 직접
고용,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로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이유와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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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2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정책목표 및 전략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추진하는 정책목표는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이다. 5대 전략과제와 실행계획
을 살펴보면, 첫째, 도민이 행복한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중심 복지전
달체계로 맞춤형 복지 실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 복
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다. 둘째, 돌봄과 참여를 통한
세대 공감 건강한 100세 만들기를 위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돌봄 통합·확대 및 지역돌봄 강화, 정년 없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확
대 등이다. 셋째,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인과 함께 웃는 행복제주 실현을
위해 장애정도별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구
축, 장애인 자립기틀 마련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조성 등이다. 넷째, 여성
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성일자리 지원 및 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및 촘촘한 가족서비스 제
공,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안전망 구축, 영유아 부모·교사가 안심하고 만족
하는 보육환경 실현 등이다. 마지막으로 건강격차 감소로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믿고 이
용할 수 있는 도민안심의료안전망 구축, 제주형·생애주기형 정신 및 신체
건강증진사업 도모 등이다(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2020).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주
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전달체계 실현을 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2019b)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의 추진배경은, 첫째, 고령화 및 가

118

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서비스 수요의 증가이다. 둘째,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
비스 전달체계의 한계이다. 셋째, 민간 및 공공 정보공유 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의 한계이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 확대에도 불
구하고 각종 사건사고의 반복적 발생과 단기적 처방에 따른 한계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민관 중심의 원스톱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필요성이다.
시범사업의 중심과제는 동지역과 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 주민
중심 맞춤형 원스톱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 그리고 민·관 정보공유
및 통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 구축 3가지이
다. 세부추진사항은 4가지로서, 첫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범사업
으로서 3개 동지역을 선정하고, 동지역과 복지관 중심의 민간 사회복지사
를 배치하여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강화
및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동지역과 복지관 중심
의 플랫폼 구축, 둘째, 읍면동에 간호사 배치를 통한 복지와 보건의 통합서
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연계 진행을 통한 복
지와 보건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연계, 셋째, 민·관 정보통합을 위하여 보건
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기존시스템을 활용한
‘차세대 시범정보시스템’ 구축, 민간의 활용 서식 및 시스템, 기능 표준화
를 유도하는 등 민·관 정보공유 및 통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보건복
지부 간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돌봄 강화, 다양한 민·관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
주도의 돌봄 구현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돌봄 공동체
조성 등이다. 시범사업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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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및 재가서비스의 강화, 민·관 협력 및 인적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이다.

3. 2045 대비 제주사회복지의 과제
이태수(2018)는 제주형 복지모형을 설계할 때 기반이 되어야 할 주요 정
책들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득보장영역으로서,
부양의무제의 완전 철폐를 통한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의 실현, 긴급복지
지원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이다. 둘째, 돌봄영역으로서,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돌봄책임제 완성, 노인 및 장애인의
돌봄해소를 위한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supportive housing) 도입, 1인 가구 및 정착 가구의 방문지원 서비스 등
이다. 셋째, 도농복합형 특수성을 고려한 제주형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으로
서,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찾동의 전국화’ 모델의 제주도 방식의 수용,
넷째, 복지 기본 인프라 영역으로서, 제주도민 복지기준선 설정, 제주사회
서비스원의 설치, 복지인프라의 적정규모 및 적정분포 도출, 사회서비스
영역의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등이다. 다섯째, 복지의 주민자치 기반 구축
으로서, 주민자치회의 혁신적 운영, 주민세의 참여예산제로의 활용, 협치
를 통한 의사결정 등이다.
위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들은 현재의 제주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복
지과제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으로부터 25년 이후의 2045년 제주형
복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출발하여 향후 사회
복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대표
적인 사회복지의 토대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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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따라 제주의 사회
복지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따른 과제 :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과
의 연계성 강화
① 제주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개발 역량 강화
앞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과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
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추진원칙 및 전략 중에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등 2개의 전략과 그리고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4대 전략의 22대 과제 중 ‘개인화와 급
속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성평등사회를 지속한다(젠더평등)’, ‘다양성의 수
용으로 공존과 평화의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킨다(문화적 공존)’,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에도 활력있는 사회를 구현한다(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과제를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주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
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주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연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각종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에 맞도록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제주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정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현 정부가 국정전
략으로 추진 중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일환 정책이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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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원은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서 출발하여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정책을 제주형으로 개발하여 운
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제주연구원 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연
구인력 규모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담보하기 어렵다.

②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적정규모 및 적정분포 장기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적정규모 및 적정분포 도출이 필요하다. 시설 중심
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는 복지시설 인프라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은 공공적 성격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
이다. 정부가 설치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국·공립 시설 대부분이 민간
법인 등에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
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시키려는 배경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회복
지시설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며,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정책이 요구된
다. 향후 제주도민의 사회서비스 수요, 복지욕구의 증가속도와 유형 등을
예측하고, 확대 필요성이 있는 시설 유형과 확대를 지양해야 하는 시설 유
형을 분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수급 계획과 지역
별 분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과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현상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
황이고,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인 유일한 국가이다. 반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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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
전에 있다. 2019년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통
계청, 2019b), 2017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1.05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1
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2045년에는 1.2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
다.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 2019년 1.17명으로 전국 평균보
다는 높게 나타났고, 2045년에는 1.49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저출산현상
은 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
년 전체 인구의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 14.5%, 2045년에
는 34.9%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화
의 심화, 특히 베이비부머세대(55～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도래로
2020년부터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7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 연령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
산가능 연령인구의 노년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2019
년 20.5명, 2034년 41.2명, 2045년 64.3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
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인구
충격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출산·양육부담 완화,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 등 핵심적인 출산율 제고정책
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
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거스르는(against) 정
책이라면, 후자는 인구구조 변화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에 맞게 우리 사
회·경제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적응력(adaptability) 강화정책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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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김영민, 2020).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 제주지역에서
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가능한 지속가능성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②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 과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전체 가구 중 28.5%(558만 3000가구)에
서 2047년 37.3%(832만 가구)로 8.8%p 증가할 전망이며, 2047년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제주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6%(6만 8000가구)에서 2047
년 36.4%(13만 2000가구)로 7.8%p 증가가 예상되고,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2017년 6.3%(1만 5000가구)에서 2047년 14.2%(5만
1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9a).
급격한 가구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정책 기조는 4
인 가구 중심이다.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확산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발전 상태와도 관련성이 있지만,
여성의 지위 상승, 통신 혁명, 수명 연장이라는 사회변동의 영향도 있을 것
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외국의 대처방식은 크게 주거지원과 돌봄 강화
에 집중하고 있다(김형균, 2019). 주거지원의 경우 1인 가구형 공동주택이
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1인 가구의 주거수당 다양화 등을 통한 주거 안
정화와 공동체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며, 돌봄 강화의 경우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활을 지
원하는 방향이다. 이명진(2019)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유럽의 주요국가
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들 국가의 1인 가구 정책
의 바탕에는 보편적인 개인에 대한 시민권 보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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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구 관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화된 정책의 고려가 필요하다.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개인적 수준의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연대,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갈등을 증
폭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1인 가구, 특히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요구되어진다.

③ 지역사회 돌봄의 연속성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의 과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추진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건, 복
지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포괄적
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돌봄의 연속성이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기능과 욕구 상태의 변화에
대응해서 개별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돌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된다면,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최
대한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노인 돌봄의 연속성 과정에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 간에 공식적 연계
체계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전용호, 2018). 보건소, 정신건강복지
센터, 치매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재가노인센터
등 보건과 복지 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기관간 실질적인
연계를 통한 대상자의 의뢰와 통합적인 지원이 미흡함에 따라 자원의 비효
율적 배분으로 대상자 중복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접근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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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은 지역사회 차원
에서의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읍면동에 보건인력을 배
치하고 복지와 보건서비스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연계와 주민중심 맞춤형
원스톱 복지·보건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통합
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이 제주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 협
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이 주민들 누구에게나 기본권을 보장하는
포용적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중요하다
(김보영, 2019). 당사자에게 욕구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전문성 있는 사회서비스 인력이 공적 책임을 가지고 수급권에 대해 판단하
고, 서비스를 설계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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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건강 제주 실현을
위한 과제와 전략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2.

제주도민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

3. 2045년 건강관련 환경변화 요인
4. 건강 제주 실현을 위한 과제
5.

나가며

1. 들어가며
1948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
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라고 규정 한 바 있다. 이후 개인이나 인
구집단의 건강상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결정요인(health
determinant)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몸과 마음, 정신적으
로 안녕한 상태를 누리면서 활발하게 가족생활 및 직장생활 등 사회·경제
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 즉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상
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적극적 건강상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건강에 관한 개
념과 접근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2045년이라는 미래 시점에서 제주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제주도민의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건강
수준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미래 제주도민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건강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2045년 건강 제주 실
현을 위한 과제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도민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
사망자수 및 사망률 추이
2018년 제주도민 총사망자수는 3912명이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사
망률은 326.1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제주도의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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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이 551.0명으로 전국평균 615.4명에 비해 64.4명이나 낮았으나,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2017년부터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연령
표준화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연령표준화사망률과 제주
도민의 표준화사망률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전국 평균 대비 역전된 것
은 제주도민의 건강수준이 상대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추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사망자수 및 표준화사망률 추이
연도

2000
전국

2005

2010

246,163 243,883 255,405

2015

2016

2017

2018

275,895 280,827 285,534 298,820

사망자수

표준화
사망률

제주도

2,887

2,902

3,017

3,339

3,542

3,738

3,912

전국

615.4

500.9

414.3

347.6

337.2

324.3

322.6

제주도

551.0

461.8

390.1

331.4

331.5

327.8

326.1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10대 사망원인과 규모
2018년 10대 사인별 사망률 현황을 보면 암으로 인한 표준화사망률이 91.3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8%를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 사망원인은 자살로
표준화사망률이 27.3(8%)명이었고, 심장질환이 26.9명(8%), 뇌혈관질환
18.5명(6%), 폐렴, 간질환, 운수사고,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알츠하이머
병, 고혈압성질환, 호흡기결핵 순이었으며 10대 사망원인이 전체 사망자
중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사망원인별 현황에서 주목할 것은 자
살 사망률이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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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한 변화이며, 사회경제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정신보건 역량 강화가 시급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운수사고와 감염병인 호흡기결핵을
제외하고는 주요 사망원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인구 고령
화 추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10대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사망률 및 구성비

10만 명당 사망률(2018년)

주요 사인별 1997년과 2018년 전국과 제주 표준화사망률 격차 비교
1997년과 2018년 전국과 제주의 연령표준화사망률 격차를 비교하면, 1997
년에는 전국과 제주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 격차는 제주도가
72.4명 더 적게 사망하였으나,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 2018년에는 3.5명
더 많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격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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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여 년에 걸쳐 줄어들다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는 것은 제
주도민이 뇌혈관질환, 암, 운수사고 등 주요 사망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건강수준 향상
을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암 등 주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관
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 신체활동, 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 1997년과 2018년 전국과 제주 연령표준화사망률 격차 비교(인구 10만 명당)
1997

2018

구분
전국
악성신생물

제주

격차

전국

제주

격차

145

132

-12.9

90.3

91.3

1.0

심장질환

46.7

46.6

-0.1

32.3

26.9

-5.4

뇌혈관질환

98.4

59.1

-39.3

23.3

18.5

-4.8

자살

14.3

16.5

2.2

22.6

27.3

4.7

폐렴

6.5

9.7

3.2

21.2

16.8

4.4

간질환

32.4

29.5

-2.9

9.1

11.9

2.8

운수사고

36.1

28.3

-7.8

6.7

10.8

4.1

당뇨병

24.9

25.6

0.7

9.1

7.1

-2.0

만성하기도질환

18.6

12.9

-5.7

6.1

6.0

-0.1

13

16

3

5.3

3.8

-1.5

671

598.6

-72.4

322.6

326.1

3.5

고혈압성질환
전체
자료 : 통계청, 1997년, 2018년 사망원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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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생활습관 지표 추이
1980년대 이후 제주도민 생활환경이 빠르게 선진화 도시화하면서 제주도
민의 생활습관도 빠르게 변화해 왔다.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주거공간 개
선 및 선진화로 대변되는 위생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도
로 포장률 개선과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신체활동 조건과 양상의 변화
와 함께 1차 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구조로 변화하면서 노동형태
와 강도도 변화하고 있다. 국가경제 발전 속에서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평
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주도민의 생활환경과 생활습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40~50년 동안 눈부신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 증가, 생
활습관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주요 사망원인이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호흡기질환, 자살 등 만성질환에 의한 비중이 점차 높
아지면서 연령표준화사망률의 상대적 격차 감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
주도민의 상대적 건강수준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수준은 중증질환 치료 인프라 수준에 의해서
만 설명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을 초기에 발견하여 지속
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진 질환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민의 주요 만성질환
표준화사망률 격차가 나빠지고 있는 주요 원인을 제주도민 일상의 생활습
관, 즉 영양 및 식생활과 신체활동 수준, 흡연율 및 알코올 섭취량, 비만율
등 생활습관 지표의 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제주도민의 높은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 낮은 수준의 걷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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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율은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되어 왔다. 이처럼 제주도민의 좋지 않은 생
활습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비만율 지표라 할 수
있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는 『비만백서』에 비만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다. 제주도의 비만 유병률은 38.5%
로 39.6%로 가장 높은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2. 2018년도 시도별 성인 비만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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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비만율만 높은 것도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보면 2005년 제주 청소년의 비만율은
8.6%였던 것이 2016년에는 15.3%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이가 성인기
까지 지속된다면 앞으로 비만인구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과 사망률 악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민 건강수준 평가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 증가로 인해 평균수명이 증가해 온 이면에, 청정 제
주, 장수의 섬 제주라는 평가가 더 이상 무색할 정도로 제주도민의 건강지
표는 점차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전국 시도별 비교에서 사
망률 지표의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률이 상대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향후
만성질환 질병부담의 대리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생활습관 지표가 시도별
비교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
는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조직과 예산에 대한 평가
제주도민의 건강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
정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행정조직의 역량 강화와 사업 예산
의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도 보건행정조직은 도청 내
1개과, 제주시 3개 보건소 및 시청 내 1개과, 서귀포시 3개 보건소, 11개 보
건지소, 2개 건강생활지원센터, 37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1980년대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
상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확대에 집중해 왔던 과거 정책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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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제주도 내 1시간 이내에 24시간 365일 응급
실 접근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들의 업무량은 미미한 실정
이며, 보건소의 경우에도 시지역 보건소와 읍면지역 보건소가 동일한 업무
분장 체계를 갖고 있어서 업무량의 편차가 커 제주도민의 건강 현안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제주도청 내 보건의료 담당과의 경우에는 도정 현안 대응 및 처리, 중앙정
부 정책 시달과 취합의 업무 부하를 처리하다 보면 제주도민의 건강현안
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제주건강
2030 참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 예산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를 노
정하고 있다. 제주도 건강현안 대응을 위한 제주도 독자 사업 수행에 집행
되는 예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예산이 국가사업 매칭 예산이 대부분이다.
2016년 17개 시도 예산 대비 보건의료 예산 비율을 갖고 비교할 때, 보건예
산 비율이 1.32%로 가장 비율이 높은 대구 대비 284억원, 전국 평균 대비
2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제주도민의 건강지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건강문
제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능동적인 사업기획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제주도 당국의 보건행정조직을 부서장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효율적인 조직 역량있는 조직으로 시급히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한
건강문제별 자율적인 사업 기획과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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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2016년 시도별 보건예산비율
(단위: 천원)

행정구역명

총예산(세출예산)

보건예산(기능별)

보건예산비율

순위

제주특별자치도

2,349,107,943

30,956,528*

1.32%

12

서울특별시

27,503,757,620

385,120,433

1.40%

9

부산광역시

10,127,527,867

125,942,971

1.24%

15

대구광역시

6,887,400,000

173,938,756

2.53%

1

인천광역시

8,190,258,823

38,592,934

0.47%

17

광주광역시

4,060,479,858

60,044,941

1.48%

6

대전광역시

3,854,686,000

51,915,225

1.35%

10

울산광역시

3,234,398,310

29,541,297

0.91%

16

세종특별자치시

1,117,265,816

16,560,068

1.48%

5

경기도

18,961,508,600

255,176,523

1.35%

11

강원도

5,001,139,000

63,562,631

1.27%

14

충청북도

4,042,521,806

60,445,103

1.50%

4

충청남도

5,628,034,000

115,284,419

2.05%

2

전라북도

5,264,362,280

67,914,539

1.29%

13

전라남도

6,435,165,309

117,509,070

1.83%

3

경상북도

7,970,593,000

114,279,540

1.43%

8

경상남도

7,296,338,731

106,254,716

1.46%

7

자료 : 제주대학교 제주건강 2030계획 중 ‘시도별 2016 세입·세출 예산서; *본청예산(119쪽)’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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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45년 건강관련 환경변화 요인
고령인구 증가
2045년 제주도 인구구조를 보면 가장 특징적인 지점은 65세 이상 노인 인
구구성비가 3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점이다. 65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35%
가 된다는 것은 암, 심뇌혈관질환,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 치매 등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따라
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와 함께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관
리 사업을 강화하여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노인성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할 시설, 인력 등 자원 기획과 관리에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그림 1. 제주 전체 인구 수 및 인구 구조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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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조 및 주거형태 변화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는 제주도민의 주거형태와 구조
의 변화를 빠르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일상생활을 지
지 지원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지지와 돌봄의 기능을 제공하던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빠르게 축소시켜 나갈 것이며, 그 공백을 메꾸어 나
갈 외부 돌봄과 관리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국면에서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동거 가족 구
성원이 담당하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시켜 나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생활환경 및 일상생활 변화
과학기술 발달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 수준 향상에 따라
서 자신의 근육을 사용하여 일상을 영위하던 시간과 강도가 점점 줄어들
게 될 것이다. 인류가 직접 노동을 통해 식량과 물자를 생산하여 현대화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 20세기의 삶이었다면, 21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는 인간의 직접 노동을 통한 생산 영역과 부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생활
환경과 일상생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러한 변화가 제주
도민 건강수준에 미칠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준이 아니다. 현생 인류는 정
착 생활이 가능했던 농업기술을 확보하기 전에는 수렵 채취와 사냥을 토대
로 생존과 진화를 쟁취해 온 생물종이다. 생존을 위한 먹거리가 빈곤했을
시절에 수렵 채취와 사냥을 통해 확보한 먹거리를 섭취하여 여분의 에너지
를 지방으로 저장하였다가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섭취한 먹거
리를 체내에 저장할 수 있는 대사 기능이 발달해 있고, 과도한 지방 축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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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해 온 유일한 수단이 직접 노동, 일정 수준 이상의 일상 활동이었다. 그
런데 20세기 후반 농업기술혁명과 수산업 활성화와 함께 교통수단의 발달
등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서 평균 체중 증가 즉 비만인구의 비율이 증가해
왔다.
2045년 무렵에는 과학기술 발달에 의해서 노동, 일상 활동, 운동의 총
합 개념으로 대표되는 신체활동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환경으로 변화할 것
이다. 신체활동 정도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기술 발달에 따라서
식자재 등 먹거리가 풍부한 상황이 맞물리게 된다면 인구집단 전체의 비만
율 증가, 혈압 분포의 상승, 혈당 상승 등 대사 상태의 변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률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인구집단의 만성 질환 유병률 상
승과 그로 인한 질병부담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유소년기 연
령대부터 고혈압, 당뇨병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늘어날 것이고,
20대 이상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유병률과 합병증 발생이 나
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체계 구축, 건강한 영양 상태와 식생
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인프라 구축, 일정수준 이상의 신체활
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일상의 유지를 위한 집단적인 노력이 제
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기준에 해당하는 인구를 대상
으로 한 조기진단과 지속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고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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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유행 빈도 증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19 유행은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각인시켰다. 2003~2004년 중국, 홍콩, 싱가폴 등에
서 유행했던 사스(SARS), 2009년 전세계적인 팬데믹을 초래했던 신종플
루,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했던 에볼라 출혈열, 2015년 대한민
국을 흔들었던 메르스(MERS) 유행, 2015년 중남미에서 유행했던 지카바
이러스 감염증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인구집단에 면역력
이 없는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도 지금보다도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전
담할 전문 조직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평상 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현
재 제주도 행정조직 내 보건행정인력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신
종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전담할 조직과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신종감염병 환
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시설과 전문인력 충원도 필수적이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시설과 인력은 평상 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어떤 병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러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주도 행정조직이 중앙정부와 함께 부담
해야 할 공공의료의 핵심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제주도 행정당국의 적극
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1

4. 건강 제주 실현을 위한 과제
제주도민 건강수명 연장을 제주도정 핵심 목표 설정 필요
앞서 살펴본 제주도민 건강수준 변화 추이와 2045년 무렵 예상되는 건강
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제주도민의 건강수준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서는 집합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생활환
경 변화 흐름에 개개인의 노력과 대응만으로는 제주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이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과거와는 다른
생활환경과 건강 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집합적 대응이 필수적인데, 그 필수적 대응은 제주도 행정당국 이외에는
최적의 적임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 행정당국이 미래의 환경변화와 건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건강수명 연장을 제주도정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
고 중장기 목표와 전략, 실행계획을 주요 수단으로 제주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집합적 노력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년 임기의 도정이 바뀌더
라도 변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핵심 목표로 지속적으로 견지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 기획
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건행정 조직의 양적 확대, 질적 수준
향상, 능력 있는 조직으로의 개편과 관리를 제주도 지사를 정점으로 한 제
주도 행정조직, 의회,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한 제주도민이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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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보건행정조직 역량 강화
제주도민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행정기획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실무를 수행할 주체인 제주도청 보건행정조직이 우
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청 보건행정조직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양적으로 가장 규모가 적은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해지
는 제주도민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미래의 환경 변화와 건강위협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할 역량을 갖추기에는 양적으로 부족하
고, 질적으로도 열악한 수준이다. 공무원 증원이나 조직 확대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제
주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합적 노력과 대응이 필수
적이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조직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보건행정조직은 60~70년대 가족계획사
업, 전염병 관리, 무의촌 해소 차원의 진료 기능 수행에서 출발하여 80년대
이후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역사회기반 정신
보건과 장애인 재활사업 등 그 사업의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그리
고 정책 개발과 관리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국한해 있었기 때문에 시도 보
건행정조직의 정책 개발 및 집행, 자원개발 및 조정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
하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직 30년이 안 되는 상황
이고, 지방분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주도 보건행정조직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주도민의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제주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주도정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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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하 보건기관 조직개편 및 역량강화
현재 제주도는 6개 보건소 산하 10개 보건지소, 2개 건강생활지원센터, 47
개 보건진료소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70만 명이 되지 않는 제주도 인구 규
모를 고려할 때 보건기관의 수는 인구 대비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많
은 산하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1980년대 초 무의촌 해소를 위해서 의
료취약지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과거
시대의 산물이다. 지금은 섬 지역을 제외하면 제주도 내 어디에서도 365일
24시간 도내 병원에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시대이다. 그리고 의과대학
을 갓 졸업한 공중보건의가 진료하는 보건지소의 하루 평균 의과진료건수
는 10건 미만에 불과하고, 보건진료소 또한 진료 실적이 미비하다. 과거 무
의촌 해소 차원으로 구축된 이러한 보건기관 조직을 미래 건강 위협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는 것을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될 것
이다. 과거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설치하고
운영했던 조직을 개편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
직으로 개편하고 그 임무에 적합한 인력으로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6개 보건소 체계로 운영되는 보건행정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
다. 6개 보건소 모두 보건행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
고 있는데 제주도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낭비다. 시 지역 보건소와 읍
면 소재 보건소 간 업무 편중이 심할 수밖에 없는 행정 업무가 적지 않다.
이들 행정업무의 통합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여분의 인력을 건
강관리 업무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료기능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내 의원과 병원은 계
속 늘어나고 있으며, 보건기관의 진료의 질적 수준은 점차 의료기관에 비
해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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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래 환경변화와 건강 위협을 중심으로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
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자의 진료는 의료기관으로 분명하게 이관하고 보건
소는 관할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
미래의 환경변화와 건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별 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늘어날 수밖
에 없는 만성질환자로 인한 질병부담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건강수준을 높여서 질병으로 인한 유병자수와 유
병기간을 최대한 줄여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
한 수단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목표와 사업이 구체화 되는 것 뿐이다. 병
리적 변화가 시작되어 만성질환이 악화된 상태에 이르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접근에 의존하게 되면 개인과 가족의 불행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부담만 급증하게 될 것이다.
영유아, 초중고 학생기, 청장년기, 노년기를 대상으로 보건교육 및 홍
보, 영양 및 식생활 환경 개선, 신체활동 증진, 고위험군 대상 관리 프로그
램 확충,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
방사업, 치매 조기예방 및 관리 사업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사업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지만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환경변
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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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급성기 병원 치료수준 향상
대한민국 병원의 진단 및 치료수준은 눈부시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는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 주도하고 있다. 그만큼 서울과 지방의 의
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의료 인프라 발전 양상의 대척점에 자리하고 있
는 것이 제주도 병원 인프라 현실이다. 2019년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의
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 달라는 요구를 제기한 것이 제주도민들
이 체감하는 제주도 의료 수준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장 잘 표현
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도 병원 치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민간병원의
투자에 의해서 제주도 병원 인프라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문제는
섬이라는 제주도 특성과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민간병원의 발전을 통해
서 제주도 병원 인프라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남는 방향은 제주도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그리고 체계적
인 관리를 통한 제주도 병원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 밖
에는 없다.
2030년을 목표로 도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세부진료과별 다수의 전문의와 지원인력이 포진하여 전문화된 세부진료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도에는 600병상 규모의 2개 종합병원
과 300병상 내외의 3~4개 중소종합병원으로 구성된 병원 체계로 운영되
고 있다. 이러한 수준으로는 점차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제주도민의
의료 수요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제주도 병원 인프
라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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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전문인력 충원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신종감염병 위협은 5년 정도의 주기로 우리나라와
주변국에서 창궐하고 있다. 지정학적인 제주도의 전략적 위상과 향후 예상
되는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의 증가를 고려할 때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
응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보건행정 조직 내 감염병 담당 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질적 역
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의심자와 확진자를 적절한 격
리 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완성되어야 한
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신종감염병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는 평상 시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적자
가 필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지원 없이는 설치와 운영이 불가
능한 인프라다. 제주도정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인프라 확충
과 운영비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과제다.

고령화 대비 지역사회기반 보건·의료·복지 연계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확충
제주도는 향후 한세대 동안 급속도의 고령화를 앞두고 있다. 독립적인 활
동과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
지할 가족 구성원은 급감할 것이며, 이들을 돌보기 위한 경제적 부담은 급
증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공
간인 집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체계 구축이 불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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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는 보건분야, 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가 가정
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밀접하게 연계 조정되면서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
다. 그런데, 제주도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각 분야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
충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고, 각 부분 간 연계와 협력의 경험도 노하우도
인센티브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과 지원이 우선되
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제주도 스스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인프
라 확충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재의 열악한 조건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
다. 제주도 현실과 실정에 맞는 단계적 연계 조정 사업 추진을 통하여 경험
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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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2045년을 기준으로 제주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변화와 위협요
인을 짚어보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흔히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
제로 생각하고 취급하곤 한다. 그런데, 이런 태도와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은 그 인구집단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
제적,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그 집단 구성원들의 생활습관과 변화의 의지,
개인과 가족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다. 제주도민과 제주도민이 선택하는 제주도정의 정책에 건강 현안이 얼마
나 우선순위 높게 배치되고, 관련 행정조직의 역량이 강화되고, 재정이 투
자되느냐에 따라서 2045년에 제주도민의 건강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향후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과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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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혁명과 세계 경제의 재편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인 지능정보기술은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자가학습
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강화시킴으로써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나
간다. 이미 세계 경제는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
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세계 10대 기업 중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
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GE, 차이나모바일 등 ICT 기업이 7개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통적인 가치사슬구조의 분절적 구조를 통합적인 기능체계로 묶어
낸 플랫폼은 참여자들 간의 소통과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
스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지속 가능하게 되
는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음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 아이튠스(iTunes)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앱스토어 등
이 대표적인 플랫폼 모델이다. 애플은 독자적인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애
플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수익
을 독차지해 가고 있다. 2013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은 62%이며, 2014년에 78%, 2015년에는 88%로 그 비중
은 절대적이다.
이처럼 플랫폼의 가장 큰 강점은 거대한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역할한
다는 점이다. 사람과 사람, 기계와 사람, 사람과 장소 등 초연결 관계를 통해
다양한 소통과 거래가 촉진되게 함으로써 연관된 주체들을 플랫폼으로 끌어
들여 안정적 고착화(Lock-in)에 기여하고 이것이 또 다른 이용자들을 끌어들
이는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되면서 승자 독식의 시장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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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많은 사용자로부터
수집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의 네트워크 효과를 거
두게 된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선점에 주력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전략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추세는 이종
산업으로의 영역 확장이다. 탄탄해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경계
를 뛰어넘는 융합과 신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이나 중
국 최대 검색엔진 회사인 바이두의 무인자동차 진출이나 온라인 쇼핑의 대
명사인 아마존의 인공지능 알렉사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은 파괴적 혁신자(Disruptive Innovator)들에
게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의를 지
닌다. 작지만 빠르게 움직이며 기존 질서를 흔들고 기득권자들에게 도전장
을 내미는 이들 파괴적 혁신자들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연구, 조사, 마케
팅, 판매, 유통 등 전방위적인 도움과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새로운 가치를 더 경쟁적인 가격과 속도 그리고 품질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슈밥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비즈니
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 슈밥이 강조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면 슈밥이 의미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더욱 분명해 보인다. 슈밥은 첫째 소비자 기대
(Customer Expectations)가 충족됨을 강조한다. 고객으로서의 소비자들
이 경제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며, 어떻게 이들을 잘 응대하고 관리할 것인
가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인가가 비즈니스의 모든 것으로 여겨
질 것이다. 둘째, 제품 향상(Product Enhancement) 에 대한 기여를 빼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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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물리적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디지털 역량
에 의해 한층 더 높게 향상되어진다. 신기술들은 기존 자산들을 더욱 견고
하고 탄력적으로 만들며,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와 분석 기술들은 그것들이
유지되는 방식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협업적 혁신(Collaborative
Innovation)의 특징도 강조된다. 소비자들의 경험과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산 운용은 파괴와 혁신이 발생하는 빠른 속
도 하에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조직
형태(Organizational Forms)의 변화를 꼽는다. 글로벌 플랫폼과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의 등장은 재능을 가진 인재와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 조직 형
태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할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1

성장엔진과 미래 경쟁력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
바이푸(胡潤百富)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글로벌 유니콘 보고서를 보면 전
체 494개 유니콘 기업 중에서 한국은 6개 기업만이 포함되어 있다.2 이 보
고서는 유니콘 기업의 8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쏠려있으며, 이 두 국가
가 전 세계 인구의 약 25%와 전 세계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국가들이 각성하여 유니콘 기업들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만들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이 206
개로 미국의 203개를 근소한 차이로 앞지르고 있다는 점과 상위 20개 기
업(20위 동률 3개 기업 포함 총 22개 기업) 중에서 싱가포르 1곳을 빼면 나
1
2

Schwab, K. (2016, 1, 14).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Hurun Research Institute. (2019, 10, 21). Hurun Global Unicorn List 2019. https://www.hurun.net/EN/
Article/Details?num=A38B82850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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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21개 기업이 모두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상위 20개 기
업이 2019 유니콘 기업 전체 가치의 43%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
의 비중이 수적으로 80%라는 양적 측면보다도 상위의 선도 분야인 리딩
섹터(Leading Sector)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질적인 측면의 지배력과
집중력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인도가 21개, 영국이
13개 그리고 그 뒤를 독일과 이스라엘이 각각 7개로 뒤따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적인 열세 못지않
게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전자상거래 3개 기업과 게임,
물류·유통, 핀테크 각각 1개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게임 1개 기업을 제
외하면 모두 국내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글로벌 시장
으로의 확장성과 성장 가능성에 있어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비슷한 숫자의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한계의 의미는 보다 명확해진다. 이스라엘은 클라
우드 분야 3개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서비스, 생명과학 분야 등
으로 내수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성이 뚜렷한 분야들로 구성
되어 있다. 참고로 앞서 살펴본 유니콘 기업 상위 그룹의 리딩 섹터를 구성
하는 성장 엔진으로는 핀테크, 공유경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물류, 우주
기술, 클라우드, 로보틱스, 빅데이터, 블록체인, 생명과학 등이 있다.
물론 유니콘 기업 현황 만으로 개별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예측함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유니콘 기업의 선정 기준이 신생기업이면서 비상장기
업이고 1조 이상의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그 국가의 신성장동력들
이 얼마나 많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근거로는 충분함이 있다. 새로
운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벤처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기회의 주인공이 되고
자 경쟁하는 문화는 이제 선진 경제의 기본 환경이자 핵심 동력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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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미(美) 백악관의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발
달과 이에 따른 자동화에 적절한 관심과 올바른 정책 대응 등이 이루어지
면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높은 수준의 고용률과 더 광범위한 부의 분
배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크게 투자, 교육, 지원을 주
된 내용으로 하는 세가지 전략적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미국
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를 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최대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성 향상
에 매우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 진화는 미
국이 최첨단의 혁신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공지능은 노동의 본질을 바꿔놓고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
술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미국의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
요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로 되어진다.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수준 높은 조
기 교육에서부터 근로자들의 경력 전환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 물론 여기에
는 취업 교육과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셋째,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근로자들과 취업희망자들이 자신들
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격을 갖추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에는 실직 보험제도나 메디케이드
(Medicaid)와 같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줄어든 임금을 보
전해주는 보험(Wage Insurance)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현대화 과정들이 포함된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에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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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을 사회에 필요한 긍정적 에너
지로 활용하며 생산된 부의 지혜로운 분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멕킨지도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전환’이라는 보고서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는
이용자와 사업자 그리고 경제 전반에 매우 의미있는 이익들을 가져다 줄 것
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근로자를 대체하는 정도는 기술발전과
채택의 속도,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 직업의 60%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약 30%의 업무는 자동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현존하는 기술들에 의해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기술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요인들로 인해 2030년까지 실제로 대체되는 비율은 그보다는 낮을 것으
로 멕킨지는 예상한다. 46개국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대 3분의 1 정도까지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평균 약 15%
수준의 대체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자동화의 영향
이 더 크며, 높은 임금과 이에 따른 자동화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더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특히 기술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자동화와 관련된 업무 수요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
정의 전망도 있다. 소득과 지출의 증가(특히 개발도상국가들), 선진국 고령
사회의 헬스케어 증가, 인프라와 에너지 등에 투자 증가와 같은 큰 흐름들
이 자동화에 따른 근로자 대체 효과를 상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자동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득 양극화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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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소득 직업군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반면
중산층이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나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중산층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역사는 경제가 확장되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질 수 없음
을 잘 보여준다.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증진시키고 근로자들의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교
육제도나 직업훈련 모델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성장의 기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혁신들이 고용구조에 가져올 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대량실업에 따른 구조조정의 이면에는 기술진화에 따라 수
많은 일자리의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개인맞춤형 로
봇이나 반려 로봇의 시대가 열리고, 개인비서에 해당하는 버틀러 로봇이나
환자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도 빠르게 대중화될 것이다. 그리
고 향후 글로벌 경제를 견인할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여겨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결합은 유전체 정보에 기반하여 신약 개발과 치료를 개인 맞춤형
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정밀의료 분야를 비롯하여 자율주행차, 핀테크, 블
록체인, 가상·증강 현실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직무들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자동화되어가는 반면, 흥미롭게도 모라벡의 역설(Moravec’s
Paradox)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컴퓨터 즉 인공지능과
로봇은 어려워하는 특정 영역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그 가치를 유지시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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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것이다.3 예를 들어, 인간의 민첩한 손을 필요로 하는 여러 직업들이나 고
도의 감성 스킬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무장한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새로운 사회 지배층으로 경제적
부와 권력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평생 학습은 수명의 연장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과 적응이 경쟁력의 핵심 척도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결국은
교육에 있음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화를 추동하는 기술도 교육과
연구에 의해 만들어지며, 기술 채택과 이용도 교육으로 인해 가능하며, 그
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해결도 결국 교육으로 인해 풀
려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의해 충족된다는 점이다.

3

Moravec, H. (1988). 「Mind Children」.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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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환경의 변화
우리가 직면하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변화의 강도와 속도는 미증유의 위기
감을 키워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현장의 대응은 답답할 정도로 느
리기만 하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혁신이란 변수를 빼더라도
이미 교육현장은 변화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는 점이다. 무엇보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육분야도 심각
한 구조조정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3년이면 고교
졸업생수가 40만 명으로 감소하고, 70%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적용하면
28만 명이 되는데, 이는 2015년 56만 명의 대학진학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
으로 떨어지는 것이다.4 2021학년도 대학진학률을 65%로 산정하면 대입
정원은 고졸 인원보다 10만 명 이상 웃도는 상황까지 생기게 된다.
위와 같은 양적인 측면의 수요와 공급 역전 현상 못지않게 중요한 변
화는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 증가에 따른 양질의 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직
종들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도 한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고급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IT 기술 기반 위에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접목
시킨 ‘대규모 공개 온라인 교육(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하버드와 매사추세츠공대가 설립한 비
영리 무크(MOOC) 배급 기관인 에덱스(edX)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영리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KISTEP 미래한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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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코세라(Coursera)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수
준의 강의를 무료 또는 합리적 가격에 수강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 시스템
들이 전 세계 교육 시장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에덱스에서는 140
개 대학에서 제공하는 2000개의 무료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2000만 명에 이른다. 코세라에서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여러
명문대에서 컴퓨터 공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등 가장 인기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운영 중이다. 190여개의 파트너
대학들과 3600여개의 과목을 운영 중에 있으며 4000만 명의 회원이 가입
되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가상의 대학이 온라인에 둥지를 튼 셈이다.
이 외에도 실리콘밸리 대학교를 자처하며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이 직
접 교육에 나서 첨단기술 실무 분야에 특화된 유대서티(Udacity)와 같은
교육업체들도 무크(MOOC) 시장 확대에 일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비영리교육 기관인 칸 아카데미(Kahn Academy)
는 수학, 화학, 물리학부터 컴퓨터공학, 금융, 역사, 예술까지 4000여개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내 2만 여개 학급에서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코딩 교육 정책의 현재
우리나라의 코딩 교육은 산업이나 경제의 발전 속도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14년 9월에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마침내 우리나라에
서도 코딩 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실과시간에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17시간 이상 실시하며, 중학교는 선택 교과인 정보
과목을 필수교과로 전환하여 34시간 이상 교육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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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선택 과목인 정보 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이 그것이
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1~2학년 군에 우선 적용된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8년에 3~4학년 군, 2019년에 5~6학년 군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알
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체험과 함께 정보윤리 의식 함양 등을 교육 목표로
한다. 한편 2018년도부터 의무화가 시작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중
학교 정보 교과는 컴퓨팅 사고 기반의 문제 해결과 간단한 알고리즘과 프
로그래밍 개발을 목표로 하며, 고등학교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적용되
는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 설계를 목표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기본 계획 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계
획이 2016년 12월 확정·발표되는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다음
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기반 구축
을 위해 2018년까지 초등학교 전체 교사의 30%인 6만 명과 중등 정보·
컴퓨터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역량 강화에 주력
한다. 또한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필요한 정보·컴퓨터 교사를
2016년 50명, 2017년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2020년까지 복수전공 연수
등을 통해 500명 이상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컴퓨터실과 PC 등의
물적 인프라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연계하여 대학교육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선정하여 대
학 소프트웨어 교육혁신 선도모델로 만들고 이를 통해 실무 중심으로 전공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비전공자의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
용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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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지배하는 세상
미국의 시장가치 상위 5위 기업인 애플, 알파벳(구글),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들이다. 이
미 세상은 코드를 통제하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주
요국들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규 교육과정
을 활용해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
도 하다. 미국은 2011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수학·과학 교과와 동일한 시수를 적용토록 하는 변화를 시도했고,
영국도 2013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중·고 모든 학령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수학, 과학과 같은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코딩 교육과 관련
하여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성공적인 기회로
만들기 위한 ‘모두를 위한 컴퓨터 사이언스(Computer Science for All)’
정책을 통해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년 40억 달러의 예산을 지
원하는 등 국가 전체가 코딩 교육에 적극 나서면서 상당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일찍이 1992년부터 코딩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앞장
선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1992년은 월드와이드웹과 웹브라우
저의 등장으로 인터넷이 막 대중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해이다. 이스라엘
은 이 때부터 5단계(1단계 90시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의 50%가 3단계를 이수하고, 최상위 15%는 5단계인 사이버 보
안 레벨까지 교육을 받는다. 이것이 ‘스타트업의 나라’를 표방하는 이스라
엘 경쟁력의 근원이다. 이스라엘의 산업은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출의 절반을 스타트업이 담당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
제 전체의 약 14%가 스타트업을 통해 창출되고 있다. 고등학생 10만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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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절반인 약 5만 명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레벨까지 코
딩 교육이 이루어지며, 컴퓨터 기초와 프로그램과 논리, 프로그램 제작 실
습, 데이터 처리, 사이버 보안 등이 교육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다.5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현재 소프트웨어 인력의 공급 부족이 국가 경쟁
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심각한 인식 하에 네탄 야후 수상이 전면에 나
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구체
적인 내용에는 재능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사이버 보안 관련 교
육을 실시하는 마그쉬밈(Magshimim)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
교 4학년 학생들에게 코딩과 로봇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70개 학
교에서 시행중인 그바힘(Gvahim) 파이럿 프로그램 등이 있다.6
이처럼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유는 사
회 전체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정
책화하고 지원하는 민관 합동의 노력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에 토론식 교육인 하브루타(Havruta)를 통한 인
성, 창의, 소통 교육이 소프트웨어 교육에도 적용되어 든든한 뿌리를 이루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또 다른 선도 사례로 에스토니아를 빼놓을 수 없
다. 에스토니아는 유럽 동북부에 자리한 인구 130만의 작은 나라로 알래스
카와 같은 위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탓에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날씨가
매우 추운 곳이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확립한 전자 정부 시스템
으로 유명하며, 전자 투표 및 전자 서명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이미 시행 중
5
6

현대원 (2018). 「초지능의 물결」. 서울: 퍼플사.
Arieli, I. (2017, 4, 27). Israel’s surprising way of teaching skills for innovation. Israel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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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도로 IT 분야에서는 매우 앞서 있는 나라이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과정에 프로그래밍이 포함
되어 있고, 일인당 스타트업의 수 기준으로 유럽 1위 국가이다. 인터넷 망
을 통한 음성전화 서비스인 스카이프(Skype)와 한 때 높은 인기를 누렸던
P2P 음악서비스 카자(Kazaa),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해외송
금 서비스인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를 세계 시장에 선보인 IT 강
국이다.
에스토니아도 이스라엘처럼 인터넷이란 개념조차 생소하던 1992년
부터 이미 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소프트웨어를
별도 교과목으로 선정하여, 학년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도입했다. 이로 인
해 모든 학교에서는 코딩과 모바일 앱, 3D 설계, 멀티미디어, 로보틱스 등
5개 분야에서 4개를 선택해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2013년에는 IT교육재
단(HITSA)을 설립하여 교사와 강사에게 IT 신기술을 소개한 뒤 이를 교육
에 활용하는 방법을 시행 중이며, 매년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교사와 강
사는 4000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13~19세를 대
상으로 하는 엔트럼(Entrum)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데, 교실에서 진
행되는 단순 이론수업이 아닌, 상공회의소와 기업체를 연결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24시간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말 그대로 24시
간 동안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실제화시키는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캠프에서는 5~9명으로 팀을 재편성한 뒤, 24시간 동안 문제에 대한 아이디
어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및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한다.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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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7 주
요 개정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과목에서 ICT 중심의 정보
교육을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중심으로 개편하여 17시간 이상 이수토록 했
으며, 중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을 필수 이수토록 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내
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34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는 심화선택 과목인 ‘정보’를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고, 과학계열 ‘정보
과학’에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에 대한 심화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큰
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을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첫 걸음을 띤
것이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인가?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
이나 문제를 데이터의 구조화와 분석을 통해 자동화된 알고리즘적 사고로
해결하는 전반적인 사고 과정이며, 이를 폭넓은 분야의 문제해결에 적용
하고 일반화함을 목표로 한다. 컴퓨팅 사고력의 이정표를 제시한 국제교육
기술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ISTE)
와 컴퓨터공학교사연합(The 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CSTA)이 공동으로 정의한 컴퓨팅 사고는 다음의 논리적 과정을 따른다.8

7
8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2016. 11). ‘지식정보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안)’.
ISTE&CSTA(2011). Operational Definition of Computational Thinking for K–12 Education
https://id.iste.org/docs/ct-documents/computational-thinking-operational-definition-fly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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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해결을 위해 컴퓨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 만들기
(Formulating problems in a way that enables us to use a computer and
other tools to help solve them)
2)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분석(Logically organizing and
analyzing data)
3) 모델이나 시뮬레이션과 같은 추상화를 통해 데이터 표현(Representing
data through abstractions such as models and simulations)
4) 일련의 순차적 단계를 밟아나가는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의 자동화 (Automating solutions through algorithmic thinking(a series
of ordered steps))
5) 문제해결의 단계와 필요 자원들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합을
이뤄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가능한 솔루션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실행
(Identifying, analyzing, and implementing possible solutions with the
goal of achieving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combination of steps
and resources)
6)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을 폭넓은 분야의 문제들에 적용하고 일반화하기
(Generalizing and transferring this problem-solving process to a wide
variety of problems)

그리고 위와 같은 컴퓨팅 사고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성향
과 태도들에 의해 지지되고 강화되어진다.

•복
 잡한 문제를 다루는 자신감(Confidence in dealing with complexity)
•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려는 집요함(Persistence in work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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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problems)
• 모호함에 대한 관용(Tolerance for ambiguity)
• 개방형 문제를 다루는 능력(The ability to deal with open ended
problems)
•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협업 및 소통 능력(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work with others to achieve a common
goal or solution)

미국의 컴퓨터 교육 표준
미국컴퓨터학회(ACM)와 컴퓨터과학교사연합(CSTA) 등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초·중·고 컴퓨터과학 교육 표준(CSTA K-12 Computer Science
Standards)’은 완벽한 컴퓨터 학습 커리큘럼과 이를 초중고 교육에 적용하
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다음과 같은 핵심 학습목표들을 상
세히 기술하고 있다.9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
•컴퓨터 과학, 수학, 또는 과학 졸업학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중
학교 단계에 컴퓨터 과학 과목 제공
•컴퓨터 과학에 대해 심화학습을 하거나 또는 취업이나 대학진학을 준비
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중등 수준의 컴퓨터 과목들을 추가로
개설하도록 학교들을 독려
•모든 학생들 특히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엄격한 컴퓨터 교육의 접근성 향상

9

I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2017). K-12 Computer Science Standards, Revise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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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련된 커리큘럼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며, 세부 단계까지
를 포함하면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1A 단계(2학년, 만 5~7
세), 1B 단계(3~5학년, 만 8~11세)로 이루어지고, 2단계는 6~8학년(만 11~14
세)을 대상으로 한다. 3단계는 다시 3A 단계(9~10학년, 만 14~16세)와 3B
단계(11~12학년, 만 16~18세)로 나뉜다. 표준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마지막 단계인 3B 커리큘럼은 선택과
목 형태로 고등학교에서 제공되어진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개념과 실습으로 구성
된다. 개념은 1. 컴퓨팅 시스템 2. 네트워크와 인터넷 3. 데이터와 분석 4. 알
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5. 컴퓨팅의 영향력 등으로 구성된다. 개념과
연계된 실습은 1. 포괄적인 컴퓨팅 문화 조성 2. 컴퓨팅과 연계된 협업 3. 컴
퓨터를 사용한 문제 인지 및 정의 4. 추상화 개발 및 사용 5. 컴퓨터를 사용
한 결과 도출 6. 도출된 결과의 검증 및 정리 7. 컴퓨팅에 대해 소통하기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중고 컴퓨터 교육 표준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ACM과 CSTA 외에도 민간 비영리 단체인 Code.org의 역할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Code.org는 모든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과학, 생물학, 화
학처럼 컴퓨터 과학을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함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로, 컴퓨터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교재를 개발함은 물론
이고 교사훈련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변화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0여개가 넘는 글로벌 협력사들과 함께 자체 코딩 교육 프로그램
인 ‘코딩의 시간(Hour of Code)’을 해외에 전파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
다. 이 기관의 홈페이지 이용자 트래픽의 40% 이상이 이미 미국이 아닌 해
외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 비율이 계속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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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현재 ‘코딩의 시간’은 1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45개 이상의 언어
로 진행되는 글로벌 운동이 되고 있다. Code.org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교(만 4세~11세)
컴퓨터과학 기초과정(CS Fundamentals)은 프로그래밍 개념, 컴퓨팅 사
고, 디지털 시민정신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렉티브 게임이나 스토리 등을
개발하는 과목들로 구성된다.

② 중학교(만 10세~16세)
중학교 과정은 과목 단위 또는 학기 또는 년 단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유연성을 강조하며, 크게 CS 디스커버리(CS Discoveries)와 기초 속
성과정인 CS 익스프레스(CS Fundamentals Express)로 구성된다. CS 디
스커버리는 앞서 살펴본 CSTA 교육 표준 과정에 일치하게 짜여 있으며,
앱 디자인이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등이 포함된다.
CS 기초 속성과정인 익스프레스는 초등학교 과정을 30시간으로 압축한
내용의 교육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과정이다.

③ 고등학교(만 14세~18세)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와 같은 CS 디스커버리 과정과 디스커버리의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 CS 프린시플(CS Principles)로 구성된다. 특히 CS 프린시
플 과정에는 AP 과목들이 포함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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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인재 양성의 새로운 지향점
파괴적 혁신과 실업의 공포
일찍이 케인즈는 1930년대의 경제적 대공황기에 사람들이 겪는 고통
을 새로운 경제적 질병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술혁신으로 인한 실업
(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노동력
을 절감하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새로운 용처를 발견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10 새로운 기술이 전
례없는 속도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며, 생산과정에 필요한 인간의
노동량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견한 케인즈의 ‘경제적 질병’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다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
번에 발생하는 경제적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새로운 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
이터, 그리고 로봇이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보통명사처럼 익숙했던 코닥의 파산은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세계를 지배했던 120년 전통의 이스트만 코닥이 신
생 1년 차의 인스타그램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현상은 파괴적 혁신에 의한
거대한 구조조정의 시작이었다. 15만 명에 육박했던 코닥의 직원들이 10
명 안팎의 신생 벤처의 등장에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중산층의
붕괴가 본격화되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었다. 문제는 이런 충격들이 도
처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인 금융회사
인 골드만 삭스의 경우, 2000년 600명에 달했던 자산 거래 전문가(Equity

10 Keynes, J. M. (1930).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in Essays in Persuasion. (A Project
Gutenberg Canada eBoo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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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r)는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현재 단 두 명만이 해당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신에 자동화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0명의 컴
퓨터 엔지니어를 고용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손은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인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로 명명되는 인더스트
리 4.0 시대의 혁신은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절감하게 한다.
2015년 말 아디다스는 23년 만에 본국으로 신발제조 공장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결정하고 안스바흐라는 도시에 ‘아디다스 스피
드팩토리’를 설립한다. 이 스마트한 공장의 제조 현장에는 10명만이 투입
되며, 2017년에는 50만 켤레의 운동화가 생산된다. 대부분 사람 손으로 제
조되는 방식으로는 600명이 투입되어야 하는 분량이다. 이 스마트 팩토리
에서 신발제조는 지능화된 로봇의 몫이다. 생산직원은 신발 소재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가져다 놓는 역할만 할 뿐이다.11
인공지능과 로봇은 이처럼 자동화와 정보화를 통해 고용구조와 산업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미(美) MIT의 브린욜프슨과 맥아피 교수
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
실이나 정확히 현상을 정리하자면 ‘일자리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공동화’
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한다.12 코드(Code)를 통제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나뉘는 새로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고착화되
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중산층들이 기술혁신의 변화 속에서 제 자리
를 찾지 못해 결국 주류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변화의 본질이라는 것이

11 노경목. (2016, 10, 16). ‘4차 산업혁명 현장 리포트: 무인공장시대 스피트 팩토리’. 「한국경제신문」.
12 Howard, J. (2016, 3, 28). Interview with Brynjolfsson & AcAfee: We might be all wrong about robots taking
our jobs. The Huff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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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루살렘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Yuval Harari) 교수도 이를 무관
함(Irrelevance)의 개념으로 설명한다.13 즉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노동
력을 거의 상당 부분 대체하기 때문에 산업사회의 유물인 노동착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경제의 핵심세력으로부터 배제된 다수의 무관한 대
중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작
업이 기업 생존의 성패를 가늠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성
과 인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갈 것이다. 우리
의 경쟁국들은 이미 기술의 진화가 사회·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첫 단추가 교육이라는 믿음을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실천으로 옮겨가
고 있다. 가까운 싱가포르의 경우, 교육비 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 싱가포
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
을 늘려, 2005년 대비 두 배에 이르는 예산 증가를 이루었으며, 국방 예산
이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14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데
이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스
마트네이션(Smart Nation)’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의 질적 제고, 교육 인프
라 및 교과 과정 개선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정의해
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퓨(Pew) 리서치 센터의
2017년 ‘직업과 직업훈련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사에 응한 많은 전
문가들은 미래의 근로자들이 창의성, 협업활동, 시스템적 사고, 복합 커뮤

13 Harari, Y. N. (2018).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Spiegel & Grau, pp. 33-36
14 Singapore Government. (2017). Analysis of revenue and expenditure: Financial yea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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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수행능력, 다양한 환경 하의 생존능력 등을 증진시키고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인해 당연히 미래 근로자
의 역할은 자동화되기 어려운 창의적 감성적 업무로 재편될 것이며,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댄
콜먼(Dan Goleman) 작가가 ‘사회적·감정적 지능 (Social and Emotional
Intelligence)’이라 명명한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한다.15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상은 비즈니스 전반에 확산되어 적용
되고 있는 에질(Agile) 방식을 살펴보면 더 명료해 보인다. 그 근간이 되는
선언문 성격의 ‘에질 매니페스토(Agile Manifesto)’의 주요 원칙들은 구성
원 간의 상호작용, 고객과의 협업능력, 소통능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적
응력, 그리고 자율적 조직화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6 지
식보다 인성이 더 미래지향적 가치이며,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소통 역
량이 얼마나 소중한 경쟁력인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선 유연한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을 잘 갖춰나갈 수 있도
록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토론교육의 결정판으로 불
리는 이스라엘의 하브루타(Havruta)와 같은 학습방식이 학생들의 소통 능
력과 창의력, 더 나아가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채택될 필요가 있다. 또한 MOOC나 칸 아카데미 방식
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 스스로가 미리 예습을 하고,

15 Rainie, L. & Anderson, J. (2017, 5, 3). The future of jobs and jobs training. Pew Research Center.
16 The manifesto for agile software development. (2001). Retrieved from
http://agilemanifesto.org/princip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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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토론과 체험 수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등도 더욱 내실있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미있는 변화들이 시
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스템(STEM) 즉 과학
(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matics) 등
의 과목에 대한 심화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함은 이제 기본이다. 한
국에서는 이 네 과목에 예술(Art)을 포함하여 다섯 과목으로 구성된 스팀
개념을 강조하지만, 교육적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함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앞서 에질 메니페스토 원칙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인
문사회적 소양을 강조하는 스맥(SMAC) 즉 사회성(Social), 유연한 사고
(Mental Flexibility), 분석력(Analytics), 창의력(Creativity) 배양에도 심도
있는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직업의 미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행한 ‘2018 직업의 미래 보고서(Future of Jobs
Report 2018)’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기술 발전이 정작 필요 인력의
부족, 대량 실직, 부의 불평등 심화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서 산업계는 기존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개인들은 평
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업계와 개인들의 노력
들을 돕기 위한 환경 조성에 발빠르게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17
또한 그는 현재까지의 재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들이 주로 고급기술

17 World Economic Forum. (2018).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8.

174

(High-skilled) 또는 고가치(High-valued) 근로자들에게 국한되어 진행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음과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책임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신기술의 채택이 비즈니스의 성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존 일자
리 강화 등을 견인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 변화들은 결국 미래가 필요로 하
는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런 인재들이 있어
야 결국 신기술을 채택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신기술 채택과 재교육·역량강화(Retraining & Upskilling) 사이에 선순환
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화의 동력 :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한 고속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의 광범위한 사용,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등 네 가지 동력
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신기술 확산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하는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특히 국가경제발전, 교육과 중산
층의 확장(특히 개발도상국가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들을 통한
친환경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과 같은 사회경제적 트렌드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가속화되는 기술 채택 : 85%의 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의 회사들이 사
물인터넷이나 클라우드, 그리고 앱(App)과 웹(Web) 기반 시장 기술들을
적극 채택할 것과 머신러닝과 증강·가상현실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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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변화: 거의 50%의 회사들은 자동화로 인해 자신들의 정규
직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38%는 직원들이 역할 증
대를 통해 새로운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간과 기계
의 업무시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018년에는 조사에 응답
한 12개 산업분야에서 71%의 업무가 인간에 의해 29%는 기계에 의해 이
루어졌다면, 2022년에는 58% 대 42%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주목되는 직종으
로는 빅데이터 분석가와 과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자상거래와 소셜
미디어 전문가 등이다. 또한 독창적으로 사람의 역량을 강조하는 분야에
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혁신 관리자, 고객서비스 종사
자, 판매 및 마케팅 전문가, 인재 훈련 전문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
론 기본적으로 최근에 급부상하는 기술들과 관련된 새로운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프로세스 자동화 전문가, 정보 시큐어리
티 분석가, UX/UI 디자이너, 로봇 엔지니어,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 등
이 포함된다.
▶재교육 및 역량강화 훈련 : 2022년까지 최소 54%의 인력들에 대한 재교
육 및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중에서 35%는 6개월 이내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9%는 1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10%는 1년 이상의 훈
련이 필요할 것으로 응답됐다. 기술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중요
성이 높아져가는 것이 사실이나 인간 기술(Human Skills) 즉 창의성, 독
창성,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력, 설득과 협상능력 등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유연성,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정서 지능, 리
더십 등도 계속 주목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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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유망 직업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멕킨지의 미래 보고서는 2030년까지 4억에서 8억
명의 사람들이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다면 과연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들은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에는 과연 어떤 직업들이 대세를 이룰 것인가? 무수히 쏟아
져 나오는 많은 예상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일자리 중에서 대표적인 유
형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인공지능
우선 가장 주목받는 분야의 인공지능의 경우, 다양한 국가 언어를 분석하
여 목적에 부합하는 문맥으로 번역해주는 자연어 분석 전문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최적화 엔지니어,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자 정보처리
분야에 기계학습을 도입하는 양자 기계학습 분석가,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의 유전적 성질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유전적 다양성 분석가, 딥러닝 기
반의 이미지 인식 관련 응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미지 분석 전문가, 그리
고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컨설턴트 등이 포
함된다.

가. AI 특화 프리랜서(AI-enhanced Freelancers)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살펴볼 또 다른 직업군은 인공지능이 타 산업에 접목
되면서 확장되는 영역들이다. 우선 인공지능에 특화된 프리랜서들을 양성
하는 전문가들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특화된 작가나 연
주가, 그리고 예술가들도 등장할 것이다. 또는 기존 직업 중에서 인공지능
에 특화된 전문가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특화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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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나 보안전문가 등이 우선 손꼽힌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인공
지능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못지않게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빅
데이터 관련 산업이다. 우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에 수요
는 이미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수학이나 컴퓨
터 프로그래밍, 통계와 같은 하드 스킬(Hard Skill)과 창의력, 분석력 그리
고 소통 능력이나 시각화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Soft Skill) 능력을 고루
겸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치를 창출하
는 전문가를 말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가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에 특화된 분석 수행하는 전문가들이다. 이 외에도 방
대한 데이터 속에서 정보의 숨은 가치 발굴하는 데이터 큐레이팅 전문가
와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전문가인 데이터 엔지니어, 분석된 데이터를 알기
쉽게 표현하고 빅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데이터
중개 전문가인 데이터 브로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찾아내고,
권리를 확보하며, 이를 이용자들에게 라이센싱하는 전문가인 데이터 거래
사 등이 새롭게 창출되는 신직업군에 포함될 것이다.

다. 다양한 신직업군

대량의 실직 공포가 현실화 되는 구조조정 속에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들은 준비된 인재들에 목말라하는 구
직란 속에 구인란은 계속 될 것이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클라우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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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상현실, 로봇, 드론, 정밀의료, 생명과학,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팅, 나
노테크놀로지 등 새로운 엔진들을 또 수많은 신규 일자리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우선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 규제 전문
가, 블록체인 엔지니어, 블록체인 디자이너, 블록체인 UI/UX 전문가, 블록
체인 클라우드 매니저, 블록체인 시스템 분석가, 블록체인 상품 관리자, 블
록체인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 등을 필요로 되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
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경우, 암호화폐 규제 전
문가,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 암호화폐 자산 관리사, 암호화폐 보험업, 암호
화폐 채굴업, 암호화폐 교환거래 영업, 암호화폐 분석전문가 등 비트코인
이 등장하기 시작한 2008년 이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전문 직종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증강현실의 경
우에도 가상의 3차원 공간을 재현하는 3D 모델러, UI/UX 디자이너, 공간
스캐닝 소프트웨어 개발자, 증강현실 앱개발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콘텐
츠 큐레이터 등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
로 본격적인 가상현실 대중화 시대로 진입하게 될수록 관련 직종들과 인력
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로봇 분야도 빼놓을 수는 없다. 로봇 관리사, 로봇 모니터링, 로봇 운
영 기술 개발자, 로봇 판매공급자, 로봇 프로그래머, 로봇 UI/UX 전문가,
로봇 윤리학자, 로봇 비즈니스 개발자 등 다양하다. 연관해서 하늘을 나는
로봇인 드론의 경우에도 드론 관제사, 교통 흐름 최적화 전문가, 드론 관리
및 수리 전문가, 드론 항공 보안 전문가, 드론 디자이너, 드론 프로그래머,
드론 판매업 등 정말로 다양한 신규 일자리들이 필요로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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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신기술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가 생
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일자리 중에는 인간의 지능을 뛰
어넘는 인공지능에 의해 어느 시점에 대체되거나 아예 사라질 것이다. 그
럼에도 기술의 진화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점에 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직종이 탄생한 역사적 순환의 흐름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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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생교육의 방향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칵테
일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는 교
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집합 교육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거나
자율 학습 방식에 온라인 협동 학습을 접목하는 방식, 다양한 온라인 학습
전략에 오프라인으로 보조하는 방법 등 각 교육 주체마다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학습 효과 극대화, 학습 기회 확대, 교육 시간 및 비용의 최적화
등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나노 학위(Nano Degree)라 불리는 직업 또는 기술교육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전문 과정들과의 융합도 포함된다. 나노
학위들은 각각의 과목이 하나의 전공학위처럼 직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실
질적인 교육을 목표로 설계된 12개월 미만의 과정으로, 특히 IT 분야에 특
화된 과목들이 주를 이룬다. 프로그래밍, 웹 또는 앱 개발, 데이터 분석 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
블랜디드 러닝의 또 다른 축은 경험교육(Experiential Learning)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력인증 학위전환 제도’인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을 공인 학점인정제도와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여
기에 해당된다. 경력인증 학위전환 제도인 RPL은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
결과나 교육 역량과 대비하여 교실 밖에서 획득한 기술이나 지식의 역
량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칭하며, 그 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학위에 필요
한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학위로까지 인정받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캐나
다와 호주 등지에서 시행 중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APL(Accreditation of Prior Learning), CCC (Credit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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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그리고 APEL(Accrediting Prior Experiential Learning)
등이 있다.18
평생교육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혁신과 도전에 직면하
게 될 것이다. 첫째, 학위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취득 가능하
게 될 것이다. ‘자기설계형 전공(Self-designed Majors)’이나 ‘학제간 융합
전공(Interdisciplinary Majors)’ 등을 통해 피교육자가 관심이 있는 주제
나 분야에 맞는 맞춤형의 전공이나 학위들이 보다 보편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인류학, 역사, 예술사, 물리학 등과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자신만의 전공(Do-It-Yourself Major)을 설계하고 이를 통
해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차별적 경쟁력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자기
설계형 전공이 특정 학교 내에서만 한정되어 허용될 필요는 없다. 학교 간
에도 수평적인 의미의 자기 설계형 전공이나 학위가 가능하게 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는 대학원 프로그
램 간의 상호 학점 인정을 통해 상대 학교에서 개설하는 다양한 과목을 수
강할 수 있고 당연히 이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같은 일부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도 확장되어 시행되
고 있다. 또한 MOOC 과목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기설계형 전공이나
자기설계형 학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 중심으로 전
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MOOC 강좌에 대한 학점 인정이 기존 학교의
재정이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더 많은 대학들이 자신들의 물리적 기반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참여
를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행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18 Bartram, D. (2005, 11). "The Great Eight competencies: a criterion-centric approach to validation". Th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 (6): 118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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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의 효율
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MOOC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지속
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교실 밖 현장 교육이 강조되며, 실무 역량이 더욱 존중되는 방
향으로 교육제도의 혁신이 이어질 것이다. 우선 책상 위 교육보다는 교실
밖 교육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됨에 따라 산학협력이 기반이 되
는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과목이나 현장실습 학점제도 활성화
에 대한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다. 캡스톤 디자인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
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실무형 융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설계, 기획, 제작하
여 수행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들에 의해 시
행되어 왔던 경력인증 기반의 학점 또는 학위 인정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RPL이나 그와 유사한 다양한 경력인증 학위
전환 프로그램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접목되어 다양한 실무 중심의 학위 제
도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미래 산업의 진화방향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과 실무의 거리를 더 좁혀주는 나노 학위 형태의 자격
증이나 교육과정 이수증명 등이 정규교육의 학점 및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실무 중심 교육이 미래의 교육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셋째,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기술과 일의 본질이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들도 스스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혁신시켜나가는 평생교육
에 주력할 것이며, 이 문제는 사회적인 핵심 어젠다이자 동시에 국가의 핵
심 과제가 될 것이다. 학위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역량이 중심이 되는 새
로운 인재 평가 시스템은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재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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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뛰어난 학습역량은 자신의 경쟁
력의 든든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회사 그리고 그가 속한 사
회나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즉 미래의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 역량
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될 것이다.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 등에 의해 추동되는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회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업무와 아웃소싱이 더
효율적인 업무 영역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는 회사의 사활이 달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 교육의 문제는 국가
의 교육제도 문제로 보기에는 그 영향력의 범위와 규모가 너무나 막강하
다. 오히려 고용(실업) 문제와 직결되고 경제 성장에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
서 이 문제는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
의 미래 청사진에 평생교육은 교육정책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
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5. 제주의 미래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전략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제주도의 차원으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서 볼 때 인재양성과 평생교육의 전략적 해법으로는 어떤 대
안들이 가능한 것인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전략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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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 프로그램과 로컬 현장 교육의 융합 전략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프
로그램 채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이미 검증이 끝나 바로 적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이 매우 높으며, 시행착오도 최
소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미국의 최고 권위의 학회와 교사단체가
민간전문 기관들의 공동 참여 속에 만든 ‘초·중·고 컴퓨터과학 교육 표준
(CSTA K-12 Computer Science Standards)’을 채택할 경우, 제주 교육 현
실에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튜닝’ 즉 조정 작업만 거치면 된다. 굳이 세계
적 수준의 컴퓨터 교육을 위해 ‘한국형 교육 모델’을 개발할 이유는 없다.
또한 이미 그러한 교육표준에 맞춰 만들어진 매우 우수한 교육 콘텐츠(교
재와 영상강의 등)들이 온라인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의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정교하게 짜여진 미국의 컴퓨터과학 교육표준을 기본으로 우리 현실
에 맞게 수정 발전시키고, 그 교육의 근간의 되는 Code.org의 우수한 교육
컨텐츠와 MOOC 강의들을 수업에 잘 활용한다면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
로 의미있는 성과들을 조기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과 같은 수준 높고 집중적인 초·중·고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토론식 교육을
잘 접목시켜 나간다면 세계적 기준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성공적인 교육 혁
신이 제주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엔진 창출 전략
교육혁신을 통한 새로운 인재는 새로운 창업의 문화를 만들어 낸다. 또한
역량 있는 인재는 기업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은 인재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인도로 향하는 세계 IT 기업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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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그곳에 수학과 영어에 능통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에는 세계
가 원하는 컴퓨팅 사고력으로 기초가 탄탄한 빅데이터 과학자들과 분석가
들이 전문적으로 양성되는 곳으로 정평이 난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자. 준비된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나 서울과 같은 곳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 당연히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적지 않는 인재들
이 제주에서의 학업 과정에서 창업에 나설 것도 분명해 보인다. 새로운 에
너지가 꿈틀대는 제주에는 늘 인재에 목마른 기업들과 미래가 유망한 벤처
들을 미리 알아보려는 자본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이 바로 교육혁신으로부터 태동될 수 있음은 앞서 이스라엘이나 심지
어는 에스토니아와 같은 인구 150만의 국가에서도 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
고 있다. 제주가 이들보다 더 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혁신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과연 현재의 우리 교육이 급변하는 미래 대응에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이 질적 측면의 창의력과 소통능력, 협업능력 및 전문성 제고와 양적
측면에서 기대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인가 등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달려들어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제주의 경우, ‘고도의 자치
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 취지와 권
한을 살려 교육 분야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자치 혁신을 이
루기 위해 관계 기관과 시민사회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19 동법 제
63조에는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
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
법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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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68조 1항의 1에는 교육자치와 관련된 조례
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난맥상을 보이는 우리나
라 교육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제주만의 교육자치
의 해법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은 미래지향적
인 혁신적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자 든든한 토대가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앞서 살펴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들을
제주의 로컬 교육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작동하는 추진체계와 관련 제도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
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중심
의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주의 교육현장에 접목시키고
제대로 된 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한 비전에서부터 실행계획
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계획 수립과 행정당국의 관련 정책 집행을 모니터
링하고 평가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정책의 집행과 결
과에 대한 평가에 관여함으로써 행정당국에 대한 감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
례를 통해 이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을 보좌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도를 참조하
여,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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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파괴적이고 단절적인 기술혁신들이 가져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대규모 실업의 구조조
정은 분명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여러 현상 중의 한 단면임에 분명해 보인
다. 그런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실업’을 강조했던 케인즈(1930)도 이러한
부조화 현상은 일시적이며, 긴 흐름으로 보면 결국 인류는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삶의 기준은 더 높아져 갈 것이며, 더 나은 발전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예견한다.20 문제는 케인즈가 바라본 긍정적 결말을 믿
고 기다려보기에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불안하고 불확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아무 것도 없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국의 기적을 이뤄
낸 것도 뜨거운 교육열이 만들어 낸 인적 자원의 우수성이었고, 앞으로 다
가올 험난한 미래에도 결국 우수한 인재들이 그 어려움을 뚫어낼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제주가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혁신의 메카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래는 만들어 가는 자들의 몫이
기 때문이다.

20 Keynes, J. M.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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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9년 경제성장률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올해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
으나,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은 과거보다 하락할 것
으로 보여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세계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무역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움직임 등으
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이 처해 있는 경제 환경이다.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과의 경제 불확실성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본
과도 징용공 문제, 수출 제한 문제 그리고 지소미아(GSOMIA) 즉, 한일군사
보호협정 폐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
러한 국외적 요인과 국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소득
분배 악화 및 일자리 창출 여력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외부여건에 민감한 산업구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더욱 불확실한 환경에 있다. 기
후변화에 민감한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외부 관광객의 변화에 민감한 관
광산업, 건설업 및 숙박 및 음식업의 비중이 높다. 그렇지만 제주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은 전국 평균
의 약 80%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총생산의 증가로 지역
소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제주 미래비전(제주특별자치도, 201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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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제시하
였다. 반면에 제주도와 별도로 진행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의 주요 업무는 첨단과학, 교육, 관광 등 개발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제주의 미래 비전과 선순환 관계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외부요인에 상대적으로 민
감한 산업구조를 지닌 제주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소
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세계 및 한국
이 처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정도를 보고 이를 제주의 현 경제상황과 비
교를 하면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 이후, 제2장에서는 글로벌 경
제 환경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이 처한 경제 환경을 점검한다. 제4
장에서는 제주가 처한 경제적 환경을 검토하고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
경 하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세계 및 한국의 경제현황과 전망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인 미
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 의한 중국 경기 하락, 중동의 위기에 의한 경제 불
안, 영국의 EU 탈퇴(Brexit) 결정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럽발 경제위기 전
망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활실성은 당분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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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의 세계 및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다.
2019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3.0%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
을 보였다. (표 1)은 IMF가 발표한 주요국 경제성장률을 요약한 것이다. 이
를 보면 2001~10년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3.9%이었고 2011년 이후 부
터 2018년까지 모두 3.0%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경제
성장률은 올해부터 회복세를 보여 2020년 3.4%와 2024년 3.6%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이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의 경우 2020년과 2024년 경제성장률
이 각각 1.7% 및 1.6%로 2019년에 비해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나아 2020년과 2024년 각각 2.1%와 1.6%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은 1%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2020년과 2024년 각각 2.2%와 2.9%로 예측되어 2019년에 비
해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큰 것이
문제이다. 2001~1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9%에서 2019년 3.4%로 줄어
0.5%p 하락하였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4.7%에서 2.2%로 2.5%p
대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2019년
3.9%로 예측했으나 2020년과 2024년에는 각각 4.6% 및 4.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디아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1~2010년 평균 경제성장률인 7.5%에서 2019년
에는 6.1%로 하락했지만, 2020년과 2024년에 각각 7.0%와 7.3%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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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하락하
는 추이를 보여 준다. 즉, 2001~2010년 평균 경제성장률 10.5%에서 지속적
으로 하락하여 2019년 6.1%로 전망됨과 동시에 그 이후 2020년과 2024년
각각 5.8%와 5.5%로 전망되어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증가세와는 달리 중
국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세계 경
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이다.

표 1. 주요국 경제성장률 현황과 전망
2001~10
(평균)

2011

2017

2018

2019

2020

2024

세계

3.9

4.3

3.8

3.6

3.0

3.4

3.6

선진국

1.7

1.7

2.5

2.3

1.7

1.7

1.6

미국

1.7

1.6

2.4

2.9

2.4

2.1

1.6

EU

1.2

1.6

2.5

1.9

1.2

1.4

1.3

일본

0.6

-0.1

1.9

0.8

0.9

0.5

0.5

한국

4.7

3.7

3.2

2.7

2.0

2.2

2.9

싱가포르

5.8

6.3

3.7

3.1

0.5

1.0

2.5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6.2

6.4

4.8

4.5

3.9

4.6

4.8

중국

10.5

9.5

6.8

6.6

6.1

5.8

5.5

인디아

7.5

6.6

7.2

6.8

6.1

7.0

7.3

주 : 1)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임. 2) 2019년 이후는 예측치임.
자료 : IMF(2019).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은 1960년대 1인당 명목소득이 100달러 내외로 매우 빈곤한 국가이
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산업기반
시설은 거의 대부분 파괴된 상태였다. 절망적인 경제상황에서 대한민국 국
민은 일치단결하여 일어섰고 이를 통해 현재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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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재까지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
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직면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수출주도형인 소규모 국가로서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으로 전체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4.0%와 39.0%
로 매우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경제구조이다. 이는 일본이 2017년 기준
수출과 수입 비중이 각각 17.8%와 16.8%이고, 중국의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2018년 19.5%와 18.7%인 것에 비해 높다. 물론 싱가포르의 2018년 기
준 수출 및 수입 비중이 176.4%나 149.8%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대외의존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 규모로 대부분 대외교역
을 통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외에 다른 주요 경제지표들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분위별 소득 추
이 및 일자리창출 추이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표 2)는 과거 4개 연도의 2/4분기의 주요 소득항목별 변화 추이를 보
여 준다. 2019년 2/4분기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 4000원으
로 2018년 2/4분기 대비 3.8% 증가하였다. 2018년 2/4분기 평균소득은
453만원으로 이는 2017년 2/4분기 대비 4.2% 증가한 것이다.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의 변화는 명목소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2019년에 상대적
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가능소득은 2019년 2/4분기의 경우 전년
동분기 대비 2.7% 증가했는데 이는 2018년의 전년 동기 대비 1.4%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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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더 많이 증가하였다.1 그 외에 2019년 2/4분기에는 경상소득이 4.2%
증가하였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소득항목은 이전소득으로 13.2% 증가하
였지만, 사업소득은 1.8% 감소하였다. 이를 모든 소득이 증가한 2018년에
비교하면 소득증가가 과거보다 더욱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9
년 2/4분기 기준으로 비경상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44.6%이었다.2
표 2. 가구당 월평균 명목 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2/4

2017. 2/4

2018. 2/4

2019. 2/4

소

득

4,306.4(0.8)

4,346.5(0.9)

4,530.5(4.2)

4,704.2(3.8)

경상소득

4,181.4(1.7)

4,226.6(1.1)

4,492.9(6.3)

4,683.3(4.2)

근로소득

2,862.9(1.9)

2,877.8(0.5)

3,031.4(5.3)

3,169.2(4.5)

사업소득

856.2(0.2)

891.5(4.1)

925.0(3.8)

908.5(-1.8)

재산소득

15.3(-9.8)

17.3(12.9)

23.3(34.4)

24.9(7.0)

이전소득

447.0(3.8)

440.0(-1.6)

513.2(16.6)

580.8(13.2)

비경상소득

125.0(-21.4)

119.9(-4.0)

37.6(-68.5)

20.8(-44.6)

-

3,537.5(0.5)

3,588.4(1.4)

3,684.0(2.7)

처분가능소득
주 : ( )는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2018, 2019a)

(표 3)은 소득분배 추이를 알 수 있는 5분위별 소득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 2019년 2/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월평균 처분가능
소득은 86만 6000원, 2분위는 164만원, 그리고 5분위는 459만 1000원
이다. 이로부터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1.9% 증가하고, 5
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3.3% 증가하여 오히려 고소득층
의 소득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별로 보면, 1분
위는 공적이전소득이 33.5% 증가하였고 사업소득은 23.2% 증가한 반면,
1
2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 등)임.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퇴직수당 및 실비보험 탄 금액 등 비경상적 수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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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18.5%, 41.2% 감소하였다. 5분위 계층의 경
우 근로소득이 2.0% 증가하였고, 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각각 4.8%,
40.5% 증가하였다. 재산소득은 1.9%에 그쳤으나 1분위에 비해 모든 소득
항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2/4분기는 2018년 2/4분기에 비해 5분위에 속
하는 고위소득계층이 1분위의 저소득층에 비해 오히려 소득이 더욱 크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하락
하면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소득분
배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표 3.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2019년 2/4 분기)

(단위 : 천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처분가능소득

2,438.4(4.2)

865.7(1.9)

1,639.5(4.6)

근로소득

1,878.3(5.0) 363.4(-18.5) 1,251.0(12.1) 1,673.0(3.5) 2,392.0(12.6) 3,709.4(2.0)

사업소득

532.0(-1.9)

231.2(23.2)

312.4(-15.2)

476.7(9.2)

재산소득

13.3(9.2)

3.6(-41.2)

5.2(-23.2)

13.8(123.9)

12.3(13.2)

31.5(1.9)

공적이전소득

199.5(25.2)

245.2(33.5)

167.5(25.7)

171.6(16.3)

163.4(5.8)

250.0(40.5)

사적이전소득

109.2(0.9)

90.2(-7.0)

70.7(-23.8)

92.5(-12.2)

161.5(33.6)

130.7(4.5)

공적이전지출

294.2(9.0)

69.7(-2.8)

167.3(11.7)

237.3(7.0)

343.6(12.1)

652.4(8.9)

구

분

2,190.1(4.7) 2,902.4(5.4) 4,591.4(3.3)

516.7(-20.4) 1,122.3(4.8)

주 :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2)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3) 공적이전지출 :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자료 : 통계청(2019b)

(표 4)는 경제지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요 고용지표의 변
화를 보여 준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34만 8000명의 새로
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는 2018년 9월 4500명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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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하면 2019년 9월의 일자리창출 수도 1년 전 매우 낮은 수에
비해 나타난 기저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0
만 9000명 및 31만 4000명이 창출되었다. 따라서 2019년 9월에 2016년
및 2017년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거의 60만 명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의 하락과 적은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심각
한 것은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다. 먼저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60대 이상 일자리 창출이 38만 명으로 2016~2018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
은 수가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장의 주축산업인 제조업의 경
우 오히려 11만 1000명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비교하면 임
금근로자는 2019년 9월 41만 9000명이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7
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임금노동자의 증가를 반영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12만 7000명이 증가하
였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한 구직자가 많아졌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가 반드시 임금근로자 증가로
이어진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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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의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만 명, %)

2016.9

2017.9

2018.9

2019.6

2019.7

2019.8

2019.9

15세 이상 인구

35.0

30.9

25.1

33.5

34.3

33.5

33.5

경제활동인구

32.5

26.3

13.7

38.4

35.8

17.7

20.8

취업자

20.9

31.4

4.5

28.1

29.9

45.2

34.8

(60세 이상)

21.7

25.8

23.3

37.2

37.7

39.1

38.0

(제조업)

-9.4

1.7

-4.2

-6.6

-9.4

-2.4

-11.1

(임금근로자)

13.6

32.7

11.7

30.9

34.9

51.4

41.9

(비임금근로자)

7.3

-1.3

-7.2

-2.8

-4.9

-6.2

-7.0

실업자

11.5

-5.1

9.2

10.3

5.8

-27.5

-14.0

실업률(%)

3.5

3.3

3.6

4.0

3.9

3.0

3.1

비경제활동인구

2.5

4.5

11.4

-5.0

-1.5

15.8

12.7

주 : 1) 실업률 외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나타냄. 2)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3)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자료 : 통계청(2017, 2019a)

그 외에 거시적 지표들의 추이를 보면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0%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18
년 10월에 2.6%를 전망한 이후 0.6%p를 인하한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국
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발간한 ‘2019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3018년 2.6%전망에서 0.6%p를 낮추어 2%로 낮추었다(KDI,
2019a).
KDI(2019b)에 의하면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경제지표의 추이를 볼
때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지표로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인 수출과 투자이다. 10월 수출금액은 468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7% 하락하였는데 이는 9월에 전월 대비 11.7% 감소한 것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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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폭이 더 커졌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32.1% 감소하고 석유제품도
26.2% 하락하고, 자동차도 2.3% 감소하였다. 물론 수입도 전월대비 14.6%
감소하였는데, 주로 1차 상품이 22.3% 감소하고 자본재도 15.8% 감소하였
다. 투자부문의 설비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나 상대적으로 건설투자
의 감소폭이 더욱 크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지난 9
월의 전월 대비 –2.9%에 비해서는 약간 개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에 건설투자는 건축부문 부진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하였다.

한국경제의 과제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최근 경기 동향을 보면 한국경제는 수출 및 투자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전반적인 경기부진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추이가 지속된다면 소비자물가지수의 10개월째 0%대가 지속됨과
동시에 일본형 장기침체 즉, ‘J(Japan) 공포’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하고 있
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부진을 넘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을 수도 있
다는 우려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의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그림 1)의 한국의 경제성장
률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1960년 이후 경제위기에 직면한 연도를 제외
하고 2000년도 이전에는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시작되었다. 특히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과 2011년 각각 6.50%와 3.68%를 달성한 이
후 모두 3% 초반이나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간신히 2%
를 달성함으로써 앞으로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현실
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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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15

1인당 실질 GDP(달러)

10

5

0

-5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e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단기적 경제현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증가하면
서 동시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도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표 5)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6~2020년 기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2.8~2.9%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그림 1)의 실질적인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아직 한국은 잠재성장률 이
하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성장잠재력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생산함수 접근법

5.0

3.7

3.4

2.8

HP 필터링

5.2

3.9

3.0

2.9

준 구조모형

4.8

3.8

3.1

2.8

모형별 범위

4.8~5.2

3.7~3.9

3.0~3.4

2.8~2.9

자료 : 한국은행(201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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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벗어나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률
을 달성하려면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왔던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시각
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당장 수출의 핵심이면서 한국경
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중화학공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가격하락에 의해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반도체
를 제외하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조선 산업 등 또한 지속적인 수출 하
락을 보여 줌으로써 한국 주력산업의 재편 즉, 산업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한국
의 산업구조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주력 수출 제품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
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산
업구조의 재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존 주력
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
분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조업과 융합하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디지털경제의 경쟁력을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응용한다면 한국은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의료산업이 발달되면 의료기기산업이 같이 발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외에도 지식서비스산업이나 금융산업 및 교육산업 등은 각종
규제와 공공성에 대한 이념적 접근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한 국제경
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직면하여 각종 공유산업(공유숙
박, 공유주방, 공유자동차 등)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이 없이 단순히 허용만 해 준다면 민간부문에 자연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저항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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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금지하려는 시각을 갖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전통적으로 높은 투자, 높은 노동력
투입 및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으로 이루어졌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해 있는 현실은 그렇게 순탄스럽지만은 못하다. 현재의 경제상
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과 필
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한국 상황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도전을 예상하
게 한다. 당장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인상, 52 노동시간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폐지 등 정책이 너무 빠르게 진행
되면서 민간부문의 투자가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그 외에도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일본 및 중국과의 불안한 관계도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하는 요인이다. 중국과의 사드사태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고, 일본과는 위안부 및 징병공 문제로 나타난 일본 정부와
의 갈등은 화이트리스트 문제 및 지소미아 폐기 등으로 이어져 한국 주변
의 경제상황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이다.
장기적으로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경제성장
에 필연적인 노동력 투입을 감소시키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
키게 되고 따라서 사회복지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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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 경제 현황과 전망
제주 경제 현황
제주 경제의 현황은 GRDP, 산업구조, 인구변동 및 관광객 추이를 보고 판
단할 수 있다.
(표 6)에서 제시된 제주의 GRDP를 보면 전국 GRDP의 약 1%에 머물
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85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 1인당 소득수
준을 보여주는 1인당 GRDP를 비교하면 제주는 1985년 기준 전국평균의
73.7%에서 2017년 84.4%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평균에 비해 낮
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제주의 GRDP 추이
연 도

GRDP(조원)

1인당 GRDP(천원)

전국

제주

제주 비중(%)

전국

제주

1985

261

3

1.0

2,214

1,631

제주 비중(%)
73.7

1990

427

4

1.0

4,706

3,781

80.3

1995

640

7

1.0

9,704

8,448

87.1

2000

829

8

0.9

13,573

10,650

78.5

2005

1,041

9

0.9

19,094

15,226

79.7

2010

1,265

11

0.9

25,531

19,892

77.9
83.6

2015

1,463

14

1.0

30,682

25,642

2016

1,506

15

1.0

32,041

27,461

85.7

2017

1,554

16

1.0

33,657

28,420

84.4

주 : 1) GRDP는 2010년 기준년 가격임. 2) 1인당 GRDP는 당해연도 가격 기준임.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
C65_02&conn_path=I3, 검색일: 2019.11.13.; 1인당 GRDP: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
65_02&conn_path=I3, 검색일: 2019.11.13.)

(표 7)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주는 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농림
어업 및 공공부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
중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농림어업 비중이
17.3%이었으나 당시 전국의 비중은 이미 3.1%로 하락한 상태이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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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제주의 농립어업은 10.0%로 하락하였지만, 전국 평균은 1.8%에 불과
했다. 제조업 비중은 매우 대조적이다. 2000년과 2017년 전국 제조업 비중
은 각각 23.2%와 28.6%이었으나, 제주는 각각 3.2%와 3.4%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제주 산업구조의 특징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상대적으로 농립어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산업들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제주는 건설업과 공공 부문 그리고 숙박 및 음식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종합하여 제주의 산업구조의 특징을 보면 자연기후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농림어업과 외부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 그리고 관광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숙박 및 음식업이 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제주 및 전국 산업구조(%)
연 도

2000

2017

전국

제주

전국

제주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3.1

17.3

1.8

10.0

광업

0.3

0.3

0.2

0.1

제조업

23.2

3.2

28.6

3.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

0.9

1.5

1.7

건설업

6.0

8.4

4.6

10.1

도매 및 소매업

9.4

7.5

8.3

8.5

운수업

3.7

4.2

3.3

4.6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숙박 및 음식점업

2.9

6.7

2.0

5.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9

1.3

3.8

5.0

금융 및 보험업

4.8

4.8

6.1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8.3

9.4

6.4

6.8

사업서비스업

5.6

1.8

6.5

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8

10.9

6.0

11.4
5.2

교육서비스업

5.5

7.6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

4.6

4.4

5.7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8

3.5

2.5

4.3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61&conn_path=I3, 검색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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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제주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제주에 대한 인기 상승으로 인
구 전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전입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기준으로 볼 때 제주 총인구는 약 49만 명에 순이동은 3000명 정
도 감소하여 제주 인구는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이르면서 오히려
순이동은 1만 4000여 명에 이르러 제주로의 인구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 이르러 순이동 숫자는 증가하였지만 1만 명 이하로 하락
하여 880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에 이르면서 상대적으로 제
주에 대한 이동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
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제주의 인구변동 추이(명)
연도

총인구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1985

493,003

63,619

67,053

-3,434

1990

508,746

74,806

71,678

3,128

1995

511,640

83,338

84,164

-826

2000

524,182

85,242

87,600

-2,358

2005

541,833

93,041

93,846

-805

2010

547,917

77,224

76,787

437

2015

599,252

97,580

83,323

14,257

2016

618,119

106,825

92,193

14,632

2017

634,919

105,027

91,022

14,005

2018

652,693

104,202

95,349

8,853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인구변동,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3,
검색일: 2019.11.13.; 총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2&conn_path=I3, 검색일:
2019.11.13.)

206

(표 9)는 제주에 대한 관광객 추이를 보여 준다. 2008년 기준 582만
여 명이 제주를 방문하였다. 그중에서 내국인이 528만여 명으로 90.7%를
차지하고 외국인은 54만여 명이었다.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17만여 명
과 일본인이 18여만 명이었다. 제주에 대한 관광객 추이는 2013년에 이미
1000만 명을 넘었고 2016년에 1582만여 명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 이후에 하락하여 2018년 1431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절대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0만 명을 넘어서서 2016년 300만여 명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간의 사드배치갈등이 생기면서 급감하여
2017년에는 67만여 명으로 급격히 하락한 이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
다. 특이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반대로 일본인 관광객은 감
소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19만여 명에 달했던 일본인 관광객 수는 그 이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 9만 7000여 명으로 하락하였고, 2018
년에는 8만 6000여 명까지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제주 관광의 특징을 볼 때 국내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내국인의 비중이 70%대까지 하락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관
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서 관
광객 국적의 다양화를 추구한다면 어느 특정 국가의 관광객 수 증가의 문
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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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제주에 대한 관광객 통계(천명)
연도

계

내국인

2008

5,822

2009

6,523

외국인
계

중국

일본

5.281(90.7)

541(9.3)

174(3.0)

177(8.0)

5,891(90.3)

632(9.7)

258(4.0)

183(2.8)

2010

7,578

6,801(98.7)

777(10.3)

406(5.4)

188(2.5)

2011

8,740

7,695(88.0)

1,046(12.0)

570(6.5)

174(2.0)

2012

9,691

8,010(82.7)

1,681(17.3)

1,084(11.2)

180(1.9)

2013

10,851

8,517(78.5)

2,335(21.5)

1,812(16.7)

129(1.2)

2014

12,274

8,945(72.9)

3,328(27.1)

2,859(23.3)

97(0.8)

2015

13,664

11,040(80.8)

2,624(19.2)

2,237(16.4)

59(0.4)

2016

15,822

12,249(77.4)

3,603(22.8)

3,061(19.3)

48(0.3)

2017

14,753

13,523(91.7)

1,231(8.3)

666(4.5)

55(0.4)

2018

14,314

13,089(91.4)

1,225(8.6)

747(5.2)

86(0.6)

2019

11,248

9,984(88.8)

1,264(11.2)

780(6.9)

71(0.6)

주 : 1) 2019년은 9월말까지 수치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협회( http://www.visitjeju.or.kr/web/bbs/bbsList.do?bbsId=TOURSTAT, 검색일: 2019.11.13.)

제주 경제 현황과 전망
제주의 경제 현황을 종합하면 제주는 외부 충격에 민감한 농림어업, 건설
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는 기후변화와 같
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관광산업에 매우 민감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제주에 대한 순이주가 증가한 것도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
주의 매력도를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는 최근
에는 순이주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고 할 수 있다.
인구유입의 증가는 관광산업의 호조, 기업 유치, 혁신도시 및 국제학
교 설립 등 신규 투자 활성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제주지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급속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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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입은 기존 제주지역의 인프라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서 인구과밀에 의한 교통난, 주택난 및 환경난의 우려를 자아냈다(한
국은행 제주본부, 2016). 이러한 우려는 무분별한 숙박업 허가로 이어져서
최근에는 오히려 과잉공급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인 관
광객 감소와 맞물려서 앞으로 제주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주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은 중국과의 사드배치 갈
등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제주의 발전전망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산업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내부가 아닌 외부의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경제
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3

4. 제주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세계경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영국의
EU 탈퇴 논의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다. 경제성
장률을 보면 2019년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에는 약간 높은
3.4%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불확실성 하의 글로벌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
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국과의 관계도 전망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중국

3

국가별로 보면 몽골, 라오스 등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국가들은 해외 에너지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다. 몽골의 경우 6차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외부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우 약한 경제구
조를 가진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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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아직도 경제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고, 일본과
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일본 측에서의 수출특혜조치 즉, 화이
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다시 한국은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고 발
표하였다.
이러한 주변국과의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도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는 농림어업, 건
설업 및 숙박 음식업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이들 산업은 기후변화
및 관광산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는 곧 제주경제가 외부의 변화에 상대
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주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직
시하고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제주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자연자원을 가진 지역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개발 확대를 통하
여 관광객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인다면 제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역량
을 벗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곧 제주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라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주에게도 기회가 있다. 젊은
층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 계층이 제주를 찾게 됨으로써 관광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 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주의 나아갈 길을 정리해본다. 특히 제주특별자
치도(2016)에서 마련한 제주미래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의 주요 업무를 참고하여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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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비전
제주의 미래 모습을 보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위해서는 제주에서 마련한
미래비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2016)는 제주의 핵심가
치로 청정과 공존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
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실행 방안은 크게 6개로 나누
어져 있는데 이들은 생태·자연 청정, 편리·안전 안심, 성장관리, 상생 창조,
휴양·관광, 문화·교육·복지 부문으로 되어 있다.
첫째, 생태·자연 청정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환경총량 범위 내에서 관
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편리·안전 안심 분야로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만 및 인
프라 기반 마련 및 친환경 저에너지 교통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성장관리 부문으로 제주형 상생관리방안 및 개발과 보존의 조
화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상생 창조 부문으로 산업생태계 중심의 산업정책 및 제주형 사
회적 공동체 적극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휴양·관광 부문으로 제주 청정환경의 보전 및 전통가치의 보
전 그리고 관광산업의 활력과 장기적인 경제적 운용 보장 및 산업간 연계
와 융복합적 관광을 제공하는 등으로 고품질·고품격 지속가능한 제주 관
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복지 부문으로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정
적 복지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표 10)은 제주의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을 달성하
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제주가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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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적 총량의 범위 내에서 제주도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
설, 상생의 사회적 공동체, 고품질·고품격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 및 안정적
복지체계를 수립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제주만의 문제
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목표이면서 가고자 하는 비전으로 제주만이 추구
해야 할 비전은 아니다. 따라서 제주가 직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제주가 지향해야 할 가치 및 비전을 제시하고 좀 더 제주 토착
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하겠다.

표 10. 제주미래 비전과 주요 사업
부문

주요 원칙

(1) 생태·자연 청정

-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자원 및 환경자원 총량 훼손 불허
- 해안변과 중산간 가치 저하하지 않도록 종합적·체계적 관리
-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과대한 환경부하 방지
- 핵심 환경자원인 지하수 및 농지의 기능과 가치 훼손 방지

(2) 편리·안전 안심

- 대중교통분담률 목표 상향 및 친환경 저에너지 교통체계 마련
- 제주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항만 및 인프라 기반 마련
- 100세 시대 대표 건강 도시 조성
-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는 재난예방 강화

(3) 성장관리

- 시나리오별 인구목표를 제시하여 개발과 보존 조화
- 제주형 상생관리방안 도입(무분별한 시가지 확산 방지, 계획적인 인구 수용)
- 공간에 대한 보존과 이용영역을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영역으로 설정
- 도민 참여를 통한 제주 경관가치의 인식확대 및 관리중심의 경관체계 재정립

(4) 상생 창조

- 산업생태계 중심의 산업 정책 추진
- 지역경제 및 주민복리 증대에 기여하는 투자유치제도 마련
- 투자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인력수급체계 마련
- 제주형 사회적 공동체 적극 육성

(5) 휴양·관광

- 제주 청정환경의 보전적 이용, 생태적 과정의 유지와 자연자원의 보전에 기여
- 제주의 고유한 유산, 생활문화, 전통가치의 보전 및 상호 공전과 상생에 기여
- 관광산업의 활력과 장기적인 경제적 운영이 보장되고, 고용과 소득기회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제주도민에 확산되도록 노력
- 산업간 연계와 융복합적 관광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경험으로 고품질·고품격의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에 기여

(6) 문화·교육·복지

- 제주자연에 문화 가치를 더하여 제주의 정체성 키움
- 새로운 문화를 키우는 문화 창조의 섬으로 만듦
- 제주도민이 체감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되도록 함
- 제주인의 성장과 제주의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환경 조성
-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정적 복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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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사업과 제주 미래비전
(표 10)에 요약된 제주 미래비전은 제주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 가치를 강
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주가 진행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수많은 개발전략들이 과연 미래 비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의 관계 설정이 매우 미흡
하다.
이러한 미래비전과 별도로 JDC의 사업은 주로 개발사업으로 이루어
져 있다.4 이들 사업은 제주가 갖는 미래비전과 어떻게 조화롭게 계획이 수
립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
업은 (표 11)에 정리되어 있다. 사업은 크게 첨단과학, 교육, 관광, 의료, 주
택, 면세점 및 기타로 분류된다.
첨단과학단지 사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설립하여 IT·BT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설립한다. 교육은 영어교육도시를 설립하여 국제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등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관광분야는 신화역사공원을 통하
여 숙박시설, 휴양리조트 및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의
료분야에서는 헬스케어타운 설립을 통해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글로벌 의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고 있고, 면세점 사업이 있다. 그 외에 미래추진사업으로 제
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첨단 농식품 단지, 드론사업, 국제화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JDC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

4

JDC는 2002년 5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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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중국발 사드 사태에 의한 관광객 급감과 2019년 영리병원 허가 취소
등으로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관
광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하여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로 지정되었고, 2008년부터 의료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헬
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 11월 제주투자진
흥지구로 지정되고, 2011년 10월 JDC는 녹지그룹과의 사업협약을 체결하
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하였다. 2015년 8월 녹지그룹 2단계 힐링타
운(휴양형 콘도미니엄) 건축공사가 착공되고 12월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
기관(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였다.5

5

JDC 헬스케어타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DC 사업정보 참조(JDC 사업정보, https://www.
jdcenter.com/business/medic/healthcare.cs, 검색일: 2019.11.18.).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사드 배치와 관련
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관광객 급감으로 2017년 6월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직접투자(FDI) 774억 원 도착, 신고를 하면
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제주의 소리」 2019년 9월 2일, http://www.jejusori.net/
news/articleView.html?idxno=306419, 검색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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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JDC 사업개요
사업

사업명

규모

총사업비

사업내용

첨단과학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1,098,878m2

5,800억원

교육

영어교육도시

3,719,000m2

-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7개교
(학생수요 9,000명), 영어교육센터, 주
거 및 상업시설 등

IT·BT 관련 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신화역사공원

3,985,601m2

-

A지구(월드테마파크 및 숙박시설 등
복합리조트); R지구(오리엔탈 휴양리조
트 및 신화, 역사거리); H지구(유로피안
휴양리조트 및 신화, 역사거리); J지구(
항공우주박물관, 제주신화역사 주제공
원) 등

제주항공우주
박물관

111,840m2
(대지)

1,463억원

항공 우주를 테마로 한 관광과 체험 중
심의 교육관광 인프라 구축

의료

헬스케어타운

1,539,339m2

-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지역 내
특화된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

주택

공공임대주택

48,927m2
(대지)

1,600억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을 건설 공급

면세점

면세점

-

-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 고객
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

관광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정보 ( https://www.jdcenter.com/business/sice/jejusp1.cs, 검색일: 2019.11.15.).

지속가능발전 방안
제주의 미래비전은 제주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안들
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에 JDC 사업은 제주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와 사업계획이 명
확하게 조화롭게 되어 있지 못하다. 즉, 제주 미래비전은 환경적 가치를 강
조하면서 환경보존, 환경총량 등을 통한 청정제주를 강조하고 있고, JDC
사업은 주로 개발에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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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외부적 충격에 민감
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등에 민감한 농림어업 중심이고, 관
광수요에 민감한 건설업 및 숙박업 비중이 높다. 당장 글로벌 경제침체나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으로 한국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
면해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관광 및 휴양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 및
한국의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는 제주에게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아직도 전국 평균
의 8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제주도의 지역총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지역성장을 위한 전략을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의 미래비전이라는
지향 목표하에서 제주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강성진·김홍렬(2019)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주의 발전 전략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산업간 독자적인 발
전이 아니라 주요 산업간 상호 융합을 통한 시너지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먼저 산업발전 전략으로 미래비전과 일관성 있는 청정산업기반의 산
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제로정책을 지향하고 친환경 R&D 확
대를 제시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추천하고 있다. JDC가 추구하고 있는 제
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친환경 산업기반을 위한 연구소나 산업
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산업도 지역적으로 독립된 제주가
낮은 조세와 규제 등을 통한 역외금융센터 설립 등이 주요 지향산업이 될
수 있다.6
6

2008년 당시 역외금융센터 설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제주의 소리」(2008년 6일자, http://www.jejusori.net/
news/articleView.html?idxno=48987, 검색일: 2019.1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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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주도가 청정(cleanness), 안정(stability) 그리고 성장
(growth)의 핵심가치하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산
업은 ‘Carbon Free Island, Jeju 2030’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20만
3000t에서 2030년에 33.9% 감축한 244만 9000t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로
도내 전력수효 100% 대응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풍력, 태양광,
기타) 발전설비를 4085MW 보급한다. 둘째, 친환경 전기차를 도내 운행차
량으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로 도내 운행차량 37만 7000대를 대
체한다. 셋째,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에너지 원단위 0.090TOE에서 2030년 0.071TOE를
실현한다. 넷째,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을 선도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
너지, 전기차, 수요관리 및 신산업 관련 직간접 일자리를 7만 4000개 창
출하고자 한다.7

그림 2.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 복합휴양지 |

| 청정산업기반 |

의료/
웰니스

친환경
R&D

교육/
MICE

농업
산림
체험

7

청정과
공존

탄소
ZERO

금융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주도청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http://www.jeju.go.kr/group/part29/
power.htm, 검색일: 2019.1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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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휴양의 조화
(그림 2)에서 보여 주듯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8 친환경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기존 굴뚝산업으로 알려진
제조업이 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건비 등 관광비용의 상
승은 단순 저비용구조라는 차원에서 중국 및 동남아 등의 관광산업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저가항공사의 출현과 여행사 간 출혈경쟁
으로 제주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각에 흠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과잉
관광객 유입으로 제주가 포용할 수 있는 관광객 수에 대한 범위를 다시 생
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주의 관광산업에 대한 시각은 변화해야 한다. 국내 관광객이 90%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가 관광산업을 지양해야 한다. 국민소득
상승에 따라 국내 관광객의 소득수준도 높아졌고 따라서 단순 저가에만 집
중할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통한 고비용 관광산업 즉, 휴양산업 발전
이라는 선진국형 휴양산업으로의 시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저출
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이들이 상
대적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
다. 이들 계층을 단순 저가 관광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휴양산업으로 유치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광지의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장기 체류형 복
합휴양지로 휴양산업을 전환해야 한다(강성진, 2015).

8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세계지질공원(2010) 선정으로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으
로 선정되어 있고, 세계 7대 자연경관(New 7Wonders of Nature, 2011)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친환경 자
원이 풍부하여 저탄소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제주도청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http://www.jeju.go.kr/group/part29/power.htm, 검색일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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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JDC가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관광산업에서 더 나아가 휴양산업과 융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학교가 설립된 이후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들이 제주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
다. 더 나아가 의료산업의 국제화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의료 산업과 융합할 단순 관광차원에서 더 나아가 장
기체류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번 녹지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도민 간의 사회적 갈등은 장기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주 발전 방안 추진
관광객, 숙박, 산업 유치 등의 발전 계획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충족하면서
제주도민의 행복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낮은 소득, 외부의 충격
에 민감한 산업구조 등을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기 위한 체계적
인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가 지향하는 미래비전이 제
주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단순히 환경친화적이거나
소득향상을 위한 무차별적인 관광객 유치나 산업발전에 대하여 어느 하나
가 아닌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어야 한다. 현재 세대
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친환경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제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제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제주 차원의 종합적인 미래비전 및 계획이 있어야 하
고 이러한 계획이 제주 내의 모든 다른 기관의 계획이나 발전 방향에 조화

219

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개
발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숙박업 현황이다. 한국은행(2019)에 의하면 관광
객 급증, 각종 개발사업 호조 등으로 숙박업이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최근
중국과의 갈등과 글로벌 및 한국 경기 침체 등으로 관광객이 급속히 감소
하면서 숙박시설의 과잉공급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지역 숙박
업체는 2018년 말 현재 5182업체가 총 7만 1822개의 객실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중 하루 평균 도내 체류 관광객 수 17만 6000명에 필요한 객
실 수 4만 6000개에 비해 2만 6000여 개의 객실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이나 2017년에 비해 전체 관광
객 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숙박업소의 과잉공급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객실 수의 과잉공급은 결국 제주도 차원의 종
합적인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주도가 필요한 최적의 객실 수가 얼마인
가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객실 수
의 과잉공급에 의한 경쟁심화로 숙박요금의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는 다시
일자리창출 정도가 약화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른 부문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연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숙박 혹은 교통 요금이 유지되고 이를 통해 제주도
민의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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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점점 더 심화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제주가 청정과 공존이라
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책이 무엇인가라는 정책적 대안을 찾고
자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외부적 환경에 민감한 제주는 체계적이고 일
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나 연구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주 미래비전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달
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점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에
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미래비전의 시각에서의 판단이 구체
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JDC가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주로 개발 사업에 치중되
어 있으므로 미래비전과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화가 필요
하다.
셋째,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
능발전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보전
으로만 달성할 수 없고, 개발만 가지고도 달성되지 않는다. 자연환경 보전
과 개발을 통한 성장이 상호 선순환적 관계를 갖도록 정책 수립이 될 때 제
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넷째,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산업과 복합휴
양지 계획 수립이 상호 선순환적 관계를 갖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하여 단순히 저가에 의한 관광산업 중심이라는 개발도상국형 산업 구상에
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관광인 장기 체류형 복합휴양지형 산업으로 전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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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진국형 복합휴양지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단순히
관광산업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교육 및 의료 산업과 조화롭게 하는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구나 연구는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는 과거와 같은 개발도상국형 산업발전 계획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이 아니
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선진국과의 경쟁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기반
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야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불확
실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222

참고문헌
강성진. 2015. ‘제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와 복합휴양생태계.’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 발표자료.
강성진·김홍렬. 2019. ‘제주지역 경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9-01.
김도완·한진현·이은경. 2019.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조사통계월보』, pp.16-3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정보. https://www.jdcenter.com/business/sice/jejusp1.cs(검색일:
2019. 11. 15.).
제주도청.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http://www.jeju.go.kr/group/part29/power.htm(검색일:
2019.11.18.).
제주의소리. 2008.6.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8987(검색일: 2019.11.18.).
제주의소리. 2019.9.2.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06419(검색일:
2019.11.18.).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용역보고서.
통계청. 2017. ‘2017년 9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018년 2/4분기 자료
통계청. 2019a.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019년 2/4분기 자료
통계청. 2019b. ‘2019년 9월 고용동향’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9b. ‘제주지역 숙박업 리스크 요인 점검.’ ‘제주경제브리프’ No. 2019–03, 한국은행
제주본부.
IMF. 2019. ‘World Economic Outlook’.
KDI. 2019a. 「KDI 경제전망: 2019 하반기」 제36권 No.2.
KDI. 2019b. ‘KDI 경제동향(2019.11.)’.

통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협회. (http://www.visitjeju.or.kr/web/bbs/bbsList.do?bbsId=TOURSTAT, 검색
일: 2019.11.13.).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
01&tblId=INH_1C65_02&conn_path=I3, 2019.11.13.; 1인당 GRDP: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INH_1C65_02&conn_path=I3, 검색일: 2019.11.13.).
통계청. 지역소득(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61&conn_path=I3, 검색일:
2019.11.13.).
통계청. 국내이동통계(인구변동,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
A01&conn_path=I3, 검색일: 2019.11.13.; 총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
lId=DT_1BPB002&conn_path=I3, 검색일: 2019.11.13.).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advancedDownloadOptions), 검색일: 2020.01.23.)

223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미래전략 2045
서 교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1.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생각하며 2045년 제주도를 꿈꾸다

2.

자치도 제주, 달라지는 제주의 산업과 환경

3. 제주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제주 농업의 현재와 미래
5.

농업의 6차 산업화

6. 빅데이터로 살펴본 제주 농업
7.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 전략

1.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생각하며 2045년 제주도를 꿈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벌써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혹은 5차 산업
혁명 시대인지 아직도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
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대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1990년대 초반 한 해 1000%가
넘게 성장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보고 1994년 아마존을 창업하였다. 당
시 뉴욕 월가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부인과 단 둘이서 아마존
창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변화를 읽고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도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읽고 이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if you can read changes, you can lead changes). 2045년은 멀게
만 느껴지는 미래지만 현재의 빠른 변화 속에서 이를 미래 제주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과거의 변화 흐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라 생각된다. 제주는 자치도로 변화된 이후 급격한 관광산업의 성장이 있
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미래의 농업은
과거의 시장 실패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최첨단 기술 기반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풍요로운 식량 과잉 시대를 지나서 다가올 100억 인구시대에
인류를 부양해야 하는 식량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

225

라의 식량자급률은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법적으로 자급률에 대한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2016년 기준 50.9%)1. 또한, 식량자급률
중 곡물만을 고려한 곡물자급률은 3년 평균(2015~2018) 기준으로 23% 수
준에 불과하다.2
급변하는 시대에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에 대한 고민은 단순
한 생산의 의미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농
업에 대한 구상이다. 정부의 부양정책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매우 의
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모델을 제주도가 만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제주
의 산업을 그려보았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과연 지속가능한지 다양한 분
석기법을 통해 살펴보고, 멀게만 느껴지는 2045년을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별자치도 이후 달라진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도는 미래에 어떠한 농
업 전략이 필요할까?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1
2

농림축산식품부. ‘2018∼2022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경제연구원. ‘2018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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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도 제주, 달라지는 제주의 산업과 환경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특
별법」을 통하여 자치도로서의 새로운 시작 이후 지난 14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변화되어 왔다.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오염물질
배출량 등과 관계된 환경문제는 일반적으로 커플링(coupling) 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제주도는 다른 지역의 주요 산업과 달리 관광산업을 기반으
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고민에 대한 염려가
적었는지도 모르겠다.

제주의 관광산업 성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국제자유도시 조성 이후 중국인 무비자 등 다
양한 성장정책을 통하여 관광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제주도의 한 해
관광객 수는 2005년 502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2017년 기준으로
14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연간 방문객 수는 제주도의
10배에 가까운 면적을 가진 하와이의 연간 방문객 수 895만 명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이다. 또한, 제주도의 정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55만 9747명에서 2019년 11월 기준으로 69만 6857명으로 24% 이상 증가
하였다.4

3
4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제도. (http://www.investjeju.co.kr/sub/catalog.php/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www.jeju.go.kr/open/stats/list/popula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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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제주 관광객 추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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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는 제주의 미래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17년 새롭게 수정된 ‘제주광역도시 기본계획’에서 2025년 상주인구와
체류인구를 합한 제주인구를 100만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제주는 육지
의 농업인구 비중(4%)에 비해 농업 비중이 12%로 3배 이상 높고 1차 산업
의 비중(12.1%)도 육지(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반면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의 비중(18%)은 전국 평균(39.8%)에 비해 매우 낮으며, 서
비스업 비중(69%)은 전국 평균(5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해서는 제주의 주요 산업 가운
데 관광과 함께 농업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제주의 산업구조 6

제주

5
6

1차산업 12.1%

1차산업 2.6%

2차산업 18%

2차산업 39.8%

3차산업 69%

전국

3차산업 57.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www.jeju.go.kr/open/stats/list/population.ht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통계, 인구통계. (https://www.jeju.go.kr/open/stats/list/population_tem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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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과 경관
농작물은 자연적인 경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귤이라는 상징적인 과수가 대표적이다. 제주를 관광하면서 감귤이 자라는
과수원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힘든 특별
한 경험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귤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노지에서의 감귤(온주밀감) 재배면적은 20% 이상 감소해왔고, 하
우스 재배면적과 만감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만감류인
한라봉과 천혜향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재배면적이 2배 이상 증가했으
나 85% 이상의 재배가 하우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7
그림 3. 다음 스카이뷰 사진을 통해서 본 제주 농업시설 경관 8

7
8

제주감귤연합회. ‘감귤 기본 통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 감귤재배현황
DAUM 카카오지도. 서귀포시 (https://map.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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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는 제주도 관광에서 더 이상 과수원에
서 자라는 감귤을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노지의 감귤재배 농장은 다
가오는 미래세대에게는 역사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사진 속의 기록으로
전해지는 모습일 수도 있다. 무엇을 키우는지 알 수 없는 시설하우스가 미
래의 제주 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광자원으로
경관을 제공하는 노지재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그림 4. 노지재배면적 변화(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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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2045년의 미래 제주를 그려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
지만 산업의 변화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주를 살펴보고 환경을 생각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다.

9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노지 과수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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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의 지속가능성 평가
과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제주도는 지속가능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환
경용량 산정기법인 생태발자국, 에머지, 오니시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지
속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10 현재 우리가 사용 가능한 자원량에 비해 실제
로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을 평
가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또한, 지속가능
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주의 환경부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산업을 살펴보고 이를 고찰해 보았으며, 특별히 제주도의 산업 가운
데 농업 부문의 변화를 환경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림 5. 보전지역 현황

자료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2015

10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관리 방안, 2017,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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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제주도의 일인당(per capita) 총 생태발자국지수는 2.33
ha이며, 이 가운데 식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11 이러한 토
지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적자는 이미 적정사용기준의 1100%를
초과하고 있어 동일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 면적의 10배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예측에 따르면 향후 2022년
에는 이러한 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현재 제주도 면적의 40배가 필요할 것
으로 추정되었고, 2025년에는 47배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 제주도 생태발자국 분석
•생태적자 : EPL에 비해 3.038% 초과
•필요면적배수 : 제주시 면적의 27배에 해당

•생태적자 : EPL에 비해 1,214% 초과
•필요면적배수 : 제주시 면적의 11배에 해당

면적 : 99,870 ha

면적 : 99,870 ha

제주시 (EPL: 84,964 ha)

제주시 (EPL: 83,135 ha)

2005년

2010년

서귀포시 (EPL: 77,060 ha)

서귀포시 (EPL: 76,033 ha)

면적 : 87,070 ha

•생태적자 : EPL에 비해 3.083% 초과
•필요면적배수 : 제주시 면적의 28배에 해당

면적 : 87,070 ha

•생태적자 : EPL에 비해 545% 초과
•필요면적배수 : 제주시 면적의 6배에 해당

2015년 기준 연간 제주도의 총 에머지는 2.63 × 1022 seJ이며 이 가운
데 약 70%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2 제주도의 인구는 이미
2015년 관광객을 포함한 인구가 81만 4400명으로 수용 가능한 인구 75만
3880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에머지 분석에 따르면 2005년 이후 10년간 에
머지 재생가능도, 에머지 생산비, 환경부하율, 지속성지수, 인구수용력 모

11 김찬우·정찬훈·김유안·김솔희, & 서교. 2018. ‘생태발자국 지수를 통한 제주도 토지자원 활용의 지속가능성 평가. 농촌
계획’, 24(3), 43-54.
12 Jung, C., Kim, C., Kim, S., & Suh, K. 2018. ‘Analysis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with emergy
perspective of Jeju Island. Sustainability,’ 10(5),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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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변화는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장기적 에머지 변화분석에 따르면 연간 제주도의
총 에머지량은 8.04 × 1022 seJ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입에너지가 차
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광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84%로 향후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에머지 변화 분석 결과

RE
(3%)

IR
(28%)

IR
(37%)

IM
(48%)
Tourism
87%

RE
(14%)
EX
2005 (1%)

IM
(65%)

Tourism
89%

EX
(1%)

Renewable energy(RE)
Indigenous renewableenergy(IR)
Import(IM)
Export(EX)

EX
(19%)

IM
(63%)

RE
(9%)

IR
(14%)

2015

Tourism
88%

2030

Tourism
Electricity use
Machinery and transp.equipments
Livestock, meat, fish
Food&agricultural products

오니시 모델을 통한 제주도의 시설용량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상
수도 급수사용량은 2005년 약 19만㎥/일에서 2015년 약 41.8만㎥/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하수처리의 경우 2020년과 2025년 시설 가동률
은 101.4%와 105.3%로 증가하여 시설용량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
어 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었다.13 폐기물 처리의 경우에도 2025
년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이 2025년에는 168.44㎥/인/일로

13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17.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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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5.23㎥/인/일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대기오염도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근처인 제주시 이도동의 경우 한국 기
준치의 2배를 초과하였고,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성수기 특급 관광호텔 수요
대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예상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1만 2000실
이상의 추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호텔 수요의
경우 민박이나 AirBnB와 같은 공유숙박 등의 공급이 포함되지 못해 향후 새
로운 형태의 숙박 공급에 따라 특급 호텔 객실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8. 필요 시설 용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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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구에 따른 1일 폐기물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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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17.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관리 방안.

생태발자국, 에머지, 오니시 모델 모두에서 지금 제주의 자원소비현
황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제주도는 미래에 사
용할 자원을 미리 빌려서 쓰고 있으며, 아름다운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
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을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

4. 제주 농업의 현재와 미래
제주도의 농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비중(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과 관련된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
올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제주의 농가인구는 2011년 11만 4000명에서 2017년 8만 6000명으
로 24.6%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전망되
며 이러한 농가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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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고령화는 이러한 농가인구 감소와 더불어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제주의 가구당 경작면적은 1.53ha에서 1.87ha로 22% 증가하였다.14
이는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라 기존 경지를 활용한 경작규모는 점진적으
로 대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작규모의 대형화는 농업생산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밭농사
기계화나 스마트팜 기술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경작기술의 도입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9. 제주도 농가인구, 농업면적, 농업생산량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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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구당 밭 경지면적

제주도의 농업은 밭작물이 전체 농업생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
어 주곡인 쌀을 주로 생산하는 육지의 농업생산 형태와는 매우 다른 특성
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주요작물은 감귤을 비롯하여 마늘, 감자 등이며
2016년 기준 연간 조수입은 1조 78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제주도는 돼지
와 같은 축산물의 생산이 1조 원에 가깝고 수산물의 생산은 1조 4000억 원
을 넘는 수준으로 육지에서의 농촌과 어촌이 갖는 특성을 함께 가진 형태
로 이해할 수 있다.

14 제주특별자치도, 2018. 농축산식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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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주 1차산업 구조

농업

축산업

수산업

농업인구 8만6463명
(전체인구의 13.2%)
조수입('16) 1조 7621억 원

축산인구 1만7254명
(전체인구의 2.5%)
조수입('16) 9925억 원

어가인구 9251명
(전체인구의 1.4%)
조수입('16) 1조 732억 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 농축산식품 현황.

스마트 농업기술의 빛과 그림자
스마트팜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린다. 마치 오늘날의 농업
은 스마트 농업기술이 기반이 되는 스마트팜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
직 실제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농업은 막 시작된 보급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3세대 스마
트팜의 보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15
스마트팜은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에서 시설을 관리하던 1세대를 지
나 이제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작에 필요한 작업을 알아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편
리함 뿐만아니라 작물의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향상키시고 있다. 1세대 스
마트팜은 토마토의 경우 70%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2세
대 스마트팜의 경우 가격이 좋은 겨울철 딸기 생산량이 기존 일반 농가의
2.3배에 달한다.16

15 김연중 외. 2016. ‘스마트팜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온실 (‘17) 4010ha에서 (’22)
7000ha, 축사 (‘17) 790호에서 (’22) 5750호 등 보급 계획 추가
16 장영주·김태우. 2019.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 –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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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마트팜 보급현황 및 계획
구 분

현 행

개 선

스마트팜
보급

온실
축사
-

온실
축사
-

기존
농업인

기존
농업인

•농가단위 보급 → 규모화·집적화
* 대량·안정적 공급체계 토대로 국내외 판로 개척

-

청년
농업인

•청년 창업보육 프로그램 신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자금 · 농지 · 경영회생 지원체계 마련

-

전후방
산업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 농업-기업-연구기관 공동 R&D통해
기술혁신, 신시장 진출

-

스마트팜
혁신밸리

정책대상

확산거점

선정 대상지
•('17) 4,010ha → ('22) 7,000
•('17) 790호 → ('22) 8,750
•노지채소, 수직형 농장 등 도입

•생산 · 유통, 인력양성, 기술혁신 및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의 거점

자료 : 스마트팜 확산 방안(2018.4.16)

이러한 스마트팜이 좋기만 한 것일까? 모두가 다같이 하루아침에 스
마트팜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비용과 보급의 시간 차이 등으
로 인해 기존 농가와 스마트팜 농가의 갈등이나 문제는 없을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스마트팜의 보급을 통한 고령 농업인의 노동력 문제해결이 장
기적으로는 기술 기반의 농업으로 인한 농촌지역 일자리 감소와 연계하여
고민하고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존 일자
리 소멸보다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과거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사례처럼 과연 기존 지역 산업 종사자들이 새롭
게 등장한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이 쉽게 가능했는지 살펴보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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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방안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많은 농민들이 스마트팜 운영기술이나 유지관리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이해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현재 농촌의 고령화가 44%를
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팜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종
합적으로 반영된 신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농작업의 자동화를 시
작으로 시설환경의 다양한 계측정보들을 데이터로 구축하여 빅데이터 기
반의 농업이 가능하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환경을 인공지능이
구축할 수 있다.
단순한 농작업을 넘어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농업로봇을 비롯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농작업을 위한 드론 기반 농업기술 등 농업이라는
산업이 과거 노동집약적 시장 실패 산업의 인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기반
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밭농사가 99%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빠르게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1. 제주도 시설농업 면적 변화 추이(%)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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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업에 사용되는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회
수 재활용 시설이나 해수담수화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해 미래 제주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제주의 일인당 하루 물사용량은 지
난 20년간 42% 이상 증가하였으며, 제주의 용천수의 경우 35.5% 이상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의 수자원 재생산을 상징하는 지하
수 함양률은 2003년 46.1％에서 2018년 40.6%로 감소하였으며, 지하수위
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17
그림 12. 제주 물사용량, 산업별 물소비량, 1인당 물소비량 변화
사라지는 제주도 용천수

제주도 하루 물 사용량(1인 기준)

(270곳 매립 및 멸실, 94곳 확인 불가능)
자료 : 「중앙일보」. 2019. ‘물 좋은 제주 옛말…용천수 1025→661곳 줄어 마실 물 걱정’, 2019.7.11.일자

17 「중앙일보」. 2019. ‘물 좋은 제주 옛말…용천수 1025→661곳 줄어 마실 물 걱정’, 2019.7.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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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의 6차 산업화
6차 산업화란 1차 산업기반의 농업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가공(2차)하여 지
역적 특성이나 문화를 기반으로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화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농업의 1차 산물의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2차 가공과 3차 서비스를 연계한 6
차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18 2018년 기준으로 밀 1kg의 가격은
975원이지만 2차 가공을 통한 밀가루(750g)로 생산하는 경우 1875원의 시
장가치를 가지며, 제빵을 통해 밀가루를 빵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9240원으로 6차 산업화를 통해 1차 산물의 10배에 가까운 시장가치가 증
가하게 된다.19

그림 13. 밀을 이용한 6차 산업화 부가가치 창출
생산 중심형

가공 중심형

관광체험 중심형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밀 1kg 975원

밀가루 750g
1,875원

밀가루 750g
이용한 제빵 시 9,240원

또한, 방문한 농장과의 교류와 관계 형성을 통하여 장기적인 직거래
가 이루어질 수 있어 농가에서는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는
18 김유안·정찬훈·김솔희·김찬우, 서교. 2019. 「새만금 복합곡물단지의 6 차산업화 모델 분석」. 농촌계획, 25(2), 63-74.
19 서교 외. 2016. 「새만금 첨단복합농업단지 및 수출농업단지의 마스터플랜 및 농업용지 인프라 구축 방안」, 농어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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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산
물 소비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다. 직접 자신이 둘러본 농장과 이미 농
장 주인과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직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시도단위 지역 가운데 관광산업의 비중과 농업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매우 높은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6차 산업화에 매우 유리한 기반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은 제주도가 가진 관광이라
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6차 산업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 빅데이터로 살펴본 제주 농업
우리나라 시단위 지역 가운데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BTS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검색결과는 인구와 관계가 높을 것이므로 서
울시나 부산시가 아닐까 단순히 생각해 볼수 있지만 구글 트렌드의 검색결
과는 압도적으로 서귀포시라고 말한다.20 왜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최근 빅데이
터가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전혀 알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혹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보를 주곤 한다.

20 구글 트렌드 (https://trend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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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BTS 검색 결과

사람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
을 생각하면 이러한 검색결과들을 통하여 어쩌면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SNS인 페이스북에서의 사람들의
마음과 구글과 같은 검색에 사용되는 문장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통해 이
러한 솔직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21
사람들이 제주도를 생각할 때 혹은 제주도의 농업을 생각할 때 무엇
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뉴스기반의 분석 플랫폼인 빅카인즈22를 통해 분
석해보았다. 뉴스 내에서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픽랭
크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가중치 분석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제
주도와 관계된 연관주제를 살펴보았다.

그림 15. 빅카인즈 분석 결과

21 세스 스티븐스. 『모두 거짓말을 한다』: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 더퀘스트, 2018.6.17.출판
22 빅카인즈(BIG KINS). (https://www.bigki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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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 해저터널을 비롯하여 전남, 목포, 호남,
남해안 등 가까운 지역들이 관심 주제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가중
치 순으로 선정된 연관어를 해당 연관어가 등장한 횟수를 기준으로 재정렬
하는 키워드 빈도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해안, 기상캐스터, 남부지방 등
이 주요 관련 주제어로 분석되었고 전남, 수도권, 일요일, 동해안 등이 주요
관련 주제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주도와 농업을 함께 생각한다면 어떤 주제들을
떠올리게 될까? 제주도와 농업이 연관된 검색빈도는 2012년 1969회로 정
점을 찍은 이후 점차 관심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 제주도와 농업 연관 검색 빈도 변화 추이

제주 농업과 관련해서는 FAO가 가장 큰 관심 단어로 나타나며 세계
농업유산, 밭담 등의 주제어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과 지역경
제가 관심 주제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표적 관련 주제는 밭담(혹
은 제주밭담)과 세계농업유산이며 FTA와 FAO 등 국제적 교역과 관련된
내용이 대표적 관심 주제어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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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7. 빅카인즈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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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카인즈 분석만으로도 사람들이 단순히 제주도를 생각할 때와 제주
도와 농업을 함께 떠올릴 때에는 다른 주제들이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농업을 생각하면 지속가능, 차별화, 생존전략 등 제주도의 주요 관련 주
제어와는 다른 새로운 주제어들이 관련된다는 사실들이 매우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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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 전략
지속가능한 전략을 위해 자연자본주의 저자인 폴 호큰이 이야기하는 네 가
지 전략을 바탕으로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23 폴
호큰이 이야기 하는 첫 번째 전략은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자
원 생산성 향상은 자원의 채취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서의 생산
을 위한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농업의 경우 이미 과거 비료와 농약을
노지에 분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밀농업이 등장하면서 투입재의 사용
량을 극소화 하였고 시설농업에서는 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물순환 시스템을 통해 물사용량을 최소화 하고 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
양분을 파악하여 투입량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시설 내의 에너지
사용량도 발전소의 폐수활용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효율을 향
상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자연생태계를 모방한 순환형 생산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
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상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을 고려하고 사
용재료의 독성을 줄이고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농업에 활용되는 비료와 농약에 독성이 적고 자연계에서 분해되고 흡수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과 축산 등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자
원화하는 방법을 통해 경축순환을 통한 농법을 적용하는 등이 이러한 노력
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해법의 경제로 불리우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방법이다. 동일한 제품을 공유하거나 대여
23 Paul Hawken, Amory Lovins, and Hunter Lovins, Natural Capitalism, Little, Brown & Company, Publication
dat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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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농업에 활용되는 농
기계를 공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나 생산자의 6차 산업화를 통
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이에 속한다. 제주의 관광산업을 고려
할 때 관광자원과 주요 제주의 농산물을 연계한 6차 산업화는 공급자와 소
비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해법이 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네 번째는 자연에 재투자를 통해 복원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
법이다. 자연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유기농은 건강에 좋은 농산물의 생산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기농은 건강에 좋은 농산물의 생산이 아
니라 환경에 친화적인 농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감귤 농업이 고소득을
위해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자연에 대한 재투자와
복원의 측면을 살펴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지속가능전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도 미래 농업을 위
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네 가지 지속가능한 전략적 방법과 연계하여 세 가지 방안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스마트 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미래 농업 변화 대응
스마트팜 등 스마트 첨단 농업기술은 미래에 다가올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농업인구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산업별 종사자 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고,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도 농업의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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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다. 하지만, 제주도 역시 인구구조는 지속적으로 고령화되어 2019
년 기준으로 고령사회(14.5%)로 진입하였으며, 농가인구(2018년 기준 3만
1000 가구)도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24 또한, 2세대 스마트팜 기
술을 통해 딸기의 생산성은 2.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토
마토의 경우 2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30% 이상의 생산비도 절감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5, 26
따라서 스마트 농업기술을 활용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자동화는 반드
시 필요한 농업의 미래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미
래 농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연착륙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와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감소하는 노동력을 대치할 수 있는 농기계 공
유를 포함하여 농작업을 관리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 등장이 가능
하며, 다양한 농업관련 시설과 첨단기기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유지관리 서
비스 제공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마트 농업기술 기반의 농업은 지속
적인 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농작업 개선과 생산성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스
마트 농업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품종변화와 고품질의 상품성 향상
을 위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08909
25 「중앙일보」. ‘국민의 기업-스마트팜 기술로 농업의 생산·효율성 높인다’. 2019.5.27.일자.
26 한국농어민신문,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R&D <1>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2018.1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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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제주도의 관광객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차 산
업화는 이러한 관광산업을 효과적으로 자원화하여 다양한 제주 농업의 1
차 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주요 농축산물로는 감귤을 비롯하여 무, 마늘, 양배추, 당근과 돼지고기 등
이 대표적(2018년 조수입 기준)이며, 향후 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가
능한 고부가가치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7
이러한 주요 농축산물을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가공된 상품을 체험관
광 기반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6차 산업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감귤을
주스로 가공하는 경우 1kg의 감귤이 500ml 이하의 주스로 생산될 수 있으
며, 이를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감귤보다 감귤주스
가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28 하지만, 대표적 제주 농산물인
감귤을 노지 감귤농장에서 수확체험을 하고 자신이 수확한 감귤을 감귤주
스로 가공하여 자신이 디자인한 포장에 담은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단순한 감귤의 가공산물인 감귤주스와는 차별화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
능하다. 6차 산업화 모델은 이미 초콜릿, 주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과 연계
되어 있는 감귤을 새로운 3차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통하여 창의적
인 상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27 (2018년 기준) 제주의 채소류 조수입 비중을 품목별로 보면 무(26%), 마늘(17%), 양배추(12%), 당근(10%), 브로콜리
(9%), 양파(8%), 쪽파(5%), 시설채소(5%), 배추(1%)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s://agri.jeju.go.kr/jeju/local/status.
htm
28 최영훈 외. 감귤기능성 및 부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개발 연구.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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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관 관리
감귤 농장의 지속적인 시설농업으로의 변화는 제주관광의 상품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제주
만의 고유한 경관이 사라지는 것이다. 경관의 상품화에 대한 인식은 지자
체들이 깊이 고민하고 인지하는 분야이다. 메밀의 주산지는 제주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메밀하면 봉평을 떠올린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으로
콘텐츠와 연계된 상품인 메밀을 기반으로 축제를 하고 이러한 메밀꽃의 경
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는 경관보조직불제를 통해 메밀의 수확시기를
조절(10a당 17만원 지급)하여 메밀꽃을 관광자원화하고 있다.29
제주도의 경우 주요 관광객의 동선을 토대로 현재 노지 감귤농장을
보존하고 일부 시설하우스들은 노지로 전환하여 경관을 복원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할지 모른다. 이러한 경관의 보전은 당장의 시장논리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미래 제주의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재투자하는 관점에서 경제적
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제주도가 가진 제주도만의 경관보전을 위해서는 경관보조금이나 다
양한 농가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노지 생산품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적인 시장가치 창출을 통하여 제주의 지속 가능한 경관보전과 함께 더
높은 생산가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9 농림축산식품부. 2013. ‘아름다은 농촌가꾸기’, ‘경관보전직불제가 한몫 –농관원’, ‘경관보전작물 재배 이행실태 점검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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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산업,
제주의 미래선도산업으로
지속 가능한가?
이영돈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교수

1.

제주수산업의 구성과 흐름

2.

제주연안 환경과 변화

3. 수산업이 제주의 미래선도산업으로 지속가능 전략

2045년 제주수산업은 생존 가능한가?
한국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사회생활 산업기반이 붕괴되어 세계에서
최빈국 경제환경에서 2019년 GDP는 약 1조 7500억 달러로 세계 12위 규
모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발전상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
로 등재될 만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필자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1920～
1930년대 부모님 세대는 노동을 통한 자녀교육 투자에 따른 전문 지식인
양성으로 국가의 인적 경쟁력 확보, 1950~1960세대는 지식노동을 바탕으
로 세계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 육성에 있었다고 본
다. 앞으로 1980~1990세대는 테이터 이용 산업과 로봇을 활용하는 지식융
합산업, 2010~2020세대는 IT와 BT 융합에 따른 주문 인체장기 제작 및 교
환, 먹거리 소재의 분자 재조합을 통한 합성제품 생산 등으로 급변하는 과
학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생활의 변화에 필자가 제주 수산업의 발전 전
개 방향에 대하여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나, 통계청 ‘농림어업자료(2019)’
를 참고로 제주 수산업이 미래 선도 산업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주 수산업, 제주의 미래선도산업으로 지속 가능한가?
제주의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제주 수산업의 적응전략은 제주연안 환경 요
소변화와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자원생물의 체계적인 자원관리 시스템운
영과 지속가능한 어획 관리,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수산
업기반 구축 그리고 제주도민의 제주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있다고 본다.
제주 수산업 현황과 흐름을 보면, 제주도 수산물 생산량은 1960년 1
만 4000t, 생산액·1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생산량 25만t, 생산액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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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어업인구는 1970년 8만 5230명에서 2018년 9081명으로 1970년에 비
해 10.7% 수준으로 89.3% 감소하고 있다. 해녀는 1970년 1만 4143명에서
2018년 3898명으로 1970년에 비해 27.5%로 72.5% 감소하는 추세이다(해
양수산 현황, 2019).
제주 연안에서 수산물은 어획량 증가에 따라 생산액 증가를 보임에
도, 관련 산업 종사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생활양상 변화에 따라서
어선어업 구조도 갈치, 한치, 옥돔 등 어획을 통한 어업과 연근해 체험 관광
레저 어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잡는 어업에서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에 따른 기계 자동화, 기르는 양식업의 발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녀의 감소는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자원생물의 감소에 따른 상대적
인 소득 감소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식
어장의 전문 인력 감소 원인도 유사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제주 수산업은
지역 인력이 주체가 되고 있으나 1차 산업 전문 인력의 감소에 대한 정책방
안이 없다면 산업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다.
1차 산업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외국인 노동
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주도 내 수협별 외국인 고용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1625명으로 제주어업인구에 약 18%에 이르고 있다. 제
주의 젊은 인력들이 1차 산업분야에 종사에 기피하는 환경요소 분석과 고
용 촉진 기회요소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연안 해조류 어획량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1만t을
상회하다가 2010년에 접어들어 1000t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육상 식
물생태에서 식물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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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해서 바다 속 생
태변화를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바다 숲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해서 바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조장 조
성, 어초 조성사업, 쏨뱅이, 돌돔, 자바리, 전복, 오분자기 방류사업, 해조류
이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다 식목일을 정해서 바다 숲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투자를
진행함에도 육상식목사업처럼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연안 바
다의 지속적인 환경정보 관리 부재에 기인한다고 본다.
제주연안 수온은 1923년 수온 측정 이래 현재는 평균수온 1.5℃, 동계
수온 2.0℃ 상승하고 있다. 해양의 수온 변화는 산업활동에서 배출하는 물
질 등이 연안 유입에 따른 환경 구성요소들의 변화로 기인하고 있다. 제주
연안 수온과 환경변화도 제주도의 지역생활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섬을 중심으로 본다면 해안을 따라 형성된 취락구조와 도로, 하
천정비, 그리고 토양특성과 환경조건에 따른 작물생산과정에 비료관리, 농
약관리 그리고 양식장과 축산 질병관리, 주민 생활 하·폐수, 도로 우수(雨
水)관 등 육상의 모든 산업과 생활의 폐수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
요소들이 연안 바다에서 해조류와 토착어종들의 재생산 가능한 환경 수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해조류의 분포변화, 토착어종의 감소원인에
대한 물리화학적 구성요소 특성과 생태 생리적 반응에 대한 원인규명 자료
가 필요하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제주특
별자치도 발전 비전은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다.
해양수산관련사업 내용은 국제자유도시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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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친화형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 건설과 제주권역간 교통연결
체계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으로

•제주 스마트 해양경제도시 조성
•제주 전역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
•제주 스마트 해양·환경 자원 이용
•해양관광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한 수중레저 개발 지역
등 중점 추진 정책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수산산업
현장의 전문가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 임금과 산업생활 환경개선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제주에서 수산업발전의 핵심은 전문 인력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구조
로의 전환과 전문 인력을 유혹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
다.
제주 수산업, 제주의 미래선도산업으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서두에
제시한 적응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1. 제주 수산업의 구성과 흐름
1) 어선어업
2) 양식어업
3) 마을어업
4) 수산물 가공업
5) 수산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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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연안환경 특성과 변화
1) 연안환경
2) 어업자원생물의 변화
3) 연안환경 관리

3. 제주의 미래선도산업으로 지속가능 전략
1) 어선어업의 적응전략
2) 양식어업의 적응전략
3) 마을어업의 적응전략
4) 수산물 가공업
5) 수산물 유통산업과 수출 전략

등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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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수산업의 구성과 흐름
2019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주수산업의 구성과 흐름을
보면,

어선어업
2018년 제주 어선어업의 조수입은 4765억 정도로 제주 업태별에서 가장
높다. 어선세력 변화에서, 선박수는 1975년 954척에서 2000년 3300여 척
으로 증가하였다가 어선감축사업으로 2018년 1990여 척이다. 어선 척당
평균톤수는 1975년 5.3t에서 2018년에는 15.9 여 t으로 증가하였다. 1975년
에 약 43%에 이르던 무동력선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의 소멸되었
다. 어선의 선령 구성은 15~20년 31.8%, 20~30년 32.1% 이다. 어선의 톤급
별 구성은 1~5t 45.5%, 5~10t 30.3%, 50~100t 1.5%로 소형 어선 구조이다.
어업 종사자 수는 1970년 2만 3985명에서 2018년에는 4804명으로 감소
하였고 외국인 고용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1625명으로 어업종사자에 약
33.8%에 이르고 있다.

양식어업
2018년 제주 광어양식 조수입은 2781억, 2017년 3388억으로 제주 수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제주 광어양식어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
작하여 1990년대 양어장 94~145곳으로 성장하여 2018년에 359곳으로 증
가하였다.
광어 생산량도 1990년대 3000~1만t에서 2015~2018년에 2만 2000t~2만
7000여 t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광어양식장 종사자는 1500~1600여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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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외국인이 800여 명으로 5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광어양식의 규모의 성장은 증가하였으나 광어양식 사양관리에 따른
폐사율 증가, 사료가격 인상, 노동임금 상승, 소비시장 패턴 변화 등으로 시
장 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다.

마을어업
2015~2018년 제주 마을어업의 조수입은 230억~270억 수준이다. 마을어
업은 어촌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제주도 어촌계는 128개소이다. 주요 어
획 해양생물의 소득원은 소라, 우뭇가사리, 성게, 해삼, 톳 순이다. 어촌계
를 구성하는 해녀 수는 1970년대 1만 4143명에서 2018년 3898명으로 감
소하는 추세이다. 해녀 구성원의 60세 이상 연령 분포는 약 90%에 이르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
2011~2018년 제주 수산물 가공업의 조수입 규모는 725억~1165억 원이다.
수산물 가공형태는 냉동품, 염장품, 자건품, 해조제품, 염건품 등으로 구성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냉동품 조수입은 약 740억 원으로 82% 정도 차지
하고 있다. 제주 수산물 가공업 형태는 단순 1차 가공품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
2005~2018년 제주 수산물 수출현황을 보면 2005년에 6199만 달러에서
2018년 3471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품목은 활선어(양식광
어), 패류(소라), 해조제품 등이다. 이 중 활선어가 수출에 약 70~8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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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이지만 2005년 4977만 달러에서 2018년 2547만 달러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와 어촌사회의 지역소멸 현황과 전망
을 토대로 제주 수산업 보면 고용 또는 참여가입 인구 부족으로 소멸고위
험 산업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상우 외,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p.75).

2. 제주연안 환경과 변화
연안환경
제주연안은 고온·고염특성의 쿠로시오해류와 여름철 장강 저염수의 영향
을 주로 받는다.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은 해양의 물리적, 생지화
학적, 생물학적 및 수산업 활동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생물의 공간적 이동과 생산량 감소로 수산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51년간(1968~2018) 우리나라 해역별 연평
균 표층수온 변화를 조사한 결과 남해역권은 1.03℃ 증가하였다(『2019 수
산분야기후변화백서』 30~50p.)

어업자원생물의 변화
자원생물 어획량 감소는 어획성능 향상 및 조업경쟁 심화에 따른 과도한
어획, 어업협상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정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불법어
업 증가, 해양환경 오염, 그리고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생태계
변화 등에 있다.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라 한류성어종의 어획량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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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반면 난류성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방어류의 장기 어획량 변동에서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뚜렷한 변화양상은 없었으나 200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제주, 부산, 강
원, 경북 지역에서 어획량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제주와 부산해역
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강원 및 경북연안은 최근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에 강원, 경북연안에서 급격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강하게 형성되었
던 고수온 현상과 연관성 분석이 필요하다(『2019 수산분야기후변화백서』
68~72p.). 수온상승에 따른 양식적지 변화예측을 보면 제주지역은 광어양
식 이외에 참돔양식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2019 수산분야
기후변화백서』 168~177p.) 필자는 에너지고효율 사육시스템 개발이 진행
된다면 돌돔, 바리과 어류-붉바리, 자바리, 능성어, 방어류, 복어류 양식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연안 환경관리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은 외도천, 강정천 등으로 드
물고 대부분 여름철 우기 시에 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다. 육상에서 주거생
활과 농·수·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파생하는 농약, 생활하수, 양
어장 배출수,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폐기물 등이 우기 시에 빗물과 함
께 대량으로 짧은 시간에 연안으로 유입되는 환경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
론 한라산에 자생하는 식물자원에서 공급하는 영양분도 이 시기에 바다로
유입된다. 이러한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제주 연안 해양생물의 적응특성에
관한 자료가 매우 미흡하다. 제주연안 정착생물들 중에 부착특성을 가지는
수정란이나 해조류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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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주연안수와 쿠로시오해류간의 상호 교류관계 즉 연안수가
먼 바다로 빠져나가고 외해수가 들어오는 해양물리 자료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위성시스템과 드론 등 조사 관측 장비의 고도화로 연안수와 쿠
로시오해류간의 물리적 교류 거동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조사
가 필요하다.
제주연안 환경관리에 근간이 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료를
토대로 AI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제주수산업이 제주
의 미래산업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3. 수산업이 제주의 미래선도산업으로 지속가능 전략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서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친화형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 건설과 제주권역 간 교통연
결체계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은 제주의 전통적인 산업구
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제주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은 2100년 이후 제주사
회와 산업구조를 예측 기획하여 산업기술 고도화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제
주자연환경의 산업과 인구 수용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주 수산업이 소멸고위험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선도산
업으로 유지하기 비전을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수산업’으로 본다면, 비전
을 이루기 위해서 제주바다환경이 청정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레저건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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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청정한 환경에서 자란 자원생물의 식품 특화 그리고 산업구조변화에
적응하는 과학기술지식 전문가 고용창출이 가능한 어선어업, 양식, 마을어
업, 가공, 유통 마케팅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비 전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수산업
목 표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수산업 육성
추진전략
•고품격의 어선어업
•친환경 복지 양식업
•건강레저 복합 마을어업
•고부가 창출 수산가공업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

•청정 제주 바다 환경
•안전 수산물 생산 / 관리

추진내용
•어선어업 지속 가능 협의체 운영과 어선 50t급 이상 규모 확대를 통한 고품격 어선어업 규모로
지속적인 고용 창출
•친환경 복지 양식 시스템 운영에 의한 청정 환경 양식어업 전개를 통한 경쟁력 강화
•청정 바다, 치유와 레저 건강 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마을어업 생존 생태계 구축
•청정 수산물 식품 가공과 어업 · 양식 · 유통의 공존 협의체 구성

어선어업의 적응전략
제주 어선어업 분야는 종사자수 고령화에 따른 신규 가입 종사자수의 급
격한 감소 현상으로 향후 소멸고위험 분야에 속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
래 선도산업으로서 어선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정 해양환경과 어획
자원 정보관리 그리고 어선 50t급 이상 규모화를 통한 고품격 어선 구조로
신규 어선 종사자 가입환경을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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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어업환경 관리를 기반으로 해양 도전의 즐거움이 가득한 고품격
어선어업1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선어업 지속가능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시
대 상황에 생존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 기반 어황예보 운영과 스마트한
어업 자원생물 관리, 수확과 판매 체제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로 어선
어업 종사자의 최고 수준 고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선어업
비

전

청정 어업 환경관리
추진전략

고품격 어선 어업
현 황

지속가능 추진내용

•어선 규모의 소형화

•50t급 이상의 어선 규모와 적정 규모
어선급 경제성 평가

•열악한 선박 생활 구조

•고품격 어선 생활 구조

•수온변화 등에 따른 어획 수산물 변화

•AI 기반 어획자원, 어황정보 등 관리 정보 구축
•어획방법 개선

•어획 어장 : 폐그물 등 폐기물

•폐기물 수리 및 친환경 어구 및 어획방법 개선

•선원 고용조건 최저 수준

•AI 기반 선원 고용 조건 최대와 젊은 어업인
유혹조건 제시

•어선 어획물 유통
- 신선 저장시설 미흡

•어획수산물 : 판매-유통-가공이 공존하는
시스템
•스마트한 어획수산물 관리와 판매체계 구축

•어선급 규모화에 따른 어장 개선

1

•시/읍/면 단위 기본 중형급 어장시설 관리 개선

고품격어선어업(luxury fisheries; 선원 생활공간을 럭셔리하게 그리고 첨단 어획 관련 장비 및 가공시설을 갖춘 어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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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마을단위 어촌계 어항은 소형 선박과 요트를 공용하여 낚시 체
험과 레저가 융합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제주어선어업은 김녕-제주-애월-한림-모슬포-화순-서귀포-위미-표
선-성산항을 중심으로 50t 이상 어선급 규모화2가 요구된다. 어선어획 수
산물의 판매 전략과 유통, 가공이 공존하는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양식어업의 적응전략
제주양식어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생존하기 위한 적응전략은 청
정 환경 양식어업과 양식생물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welfare 아쿠아 팜 운영에 있다고 본다.
양식산업이 고용을 충족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
해서는 양식 사육환경 시스템 개발 운영을 통한 청정환경 양식생물 생산
양어장 운영, 생물복지 아쿠아 팜, 생산품 브랜드화가 요구된다. 양어사료,
양어장시설 운영 전기료, 인건비 등 양식산업의 고비용 생산구조에서 효율
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 기술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양어사업에서 양식어류의 폐사율 증가는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폐사율 저감을 위한 사육수처리 방법과 백신처리 등 사육관리기술은
양어장의 사양관리에 따른 경영평가 선행 후 어류의 안전성 확보와 양식어
류 복지 사육환경 운영전략으로 사육관리 차별화가 필요하다.
제주 양식어류는 대부분 육식성 어종으로 단백질 요구량이 잡식성이
나 초식성어종보다 높아서 사료 가격이 양어장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양식어종의 소화생리를 고려한 어분 대체제로써 단백질 소재 개발이 시급

2

50t 이상 어선급 규모화; 어선어업협의체에서 적정 규모 어선급 경제성 평가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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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MP사료에서 EP사료 전환 정책수행은 적
정 사양관리와 경영평가를 통한 양식생산성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주의 스마트한 양식산업은 양식어종 생산에 수반하는 사양관리자
료를 토대로 사육생물의 복지관리를 우선하는 친환경적 사육시스템과 더
불어 전문가 고용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양어장 고용 인
력의 생활공간과 어류 사육시설 현대화로 전문 인력 고용환경 조성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양식산업으로 본다.
제주양식어업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온 상승
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전략을 협의하고 사육 시스템 고도화
로 참돔, 돌돔, 그리고 붉바리, 자바리, 능성어 등 바리과 어류를 비롯해 방
어류, 복어류 양식 어종 다양화 전략과 더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유
통·판매가 공존하는 스마트한 양식산업 시스템 운영이 요구된다.
양식어류의 경쟁력 강화는 소비환경의 다양성에 있다. 제주사람 입맛
을 유혹하는 제주 전통시장에 스마트한 양식 어류전문 매장, 관광객 전문
양식 생산물에 대한 스마트한 먹거리 시식체험 및 판매장을 운영을 통한
소비 확대와 입소문 홍보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그리고 활어 위주에서
선어와 필렛 형태 등 수출품 다양화가 시급하다.

266

양식어업
비

전

청정 환경 양식어업
추진 전략

양식 생산물의 안정성 향상과 브랜드 차별화
현 황

지속가능 추진내용

•양식어류 폐사율 증가

•양어장 경영 평가에 따른 적정 사양관리
•어병 발생원인 저감 사육 시스템

•양어사료

•양어사료 단백질 소재 다양화
•MP 사료를 EP 사료 전환에 따른
사양관리/경제성 평가

•양어장 운영 전기료

•양어장 운영시스템 평가 · 사육방법 개선
- 전기 사용 절감 사육방법

•인건비 (국내 최저 임금 수준)

•사육관리 자동화 운영
•전문가 고용 전환
(국내 최고 임금 수준으로 전환)

•사육환경 개선 (배출수 관리)

•배출수 저감 시스템 운영

•양식 생물 가격 하락

•소비시장 확대
- 제주전통시장 : 제주 도민의 양식어류
기호도 증가 유도
- 관광객 전문 소비시자 : 홍보/판매
(입소문 마케팅)
-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
- 간편식 소비 형태 맞춤전략

마을어업의 적응전략

•활어 판매 구조
- 선어, 필렛 판매로 전환

제주 마을어업은 구성 인력의 고령화와 인적자원 가입 급감으로 소멸위험
이 높다. 마을어업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정 바다를 유지하고 치유와 레
저의 건강 산업 분야와 융합하는 시스템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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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마을어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멸고위험 마을어업이 지
속가능한 마을어업 생존전략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와 방안이 시급한 실정
이다.
마을어업의 주체인 어촌계시스템 스마트화를 통한 청정바다 관리와
건강레저 공간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을어업의
활동공간인 1종 공동어장관리를 마을어업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
며 어촌계 공간 통합과 전문가 관리운영 등 관리주체 선정이 요구된다.
제주 어촌계 구성원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유일 해녀에서 해남과 해녀
가 공존하는 해인 전문가 양성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마을어
업의 지속가능성은 돈 버는 건강 치유 산업으로 융합화 전략에 있다.

마을어업
비

전

청정 바다
추진전략

치유와 레저의 건강 산업과 융합 시스템
현 황

지속가능 추진내용

•어촌계 구성원의 고령화/
새로운 가입 구성원 급감

•해녀 육성 중심에서 해녀와 해남 중심으로
한 ‘해인’ 양성 필요
•전문 교육기관 설립 운영
•새로운 어촌계 가입 구성원 유치 환경조성

•어촌계 수산물 어획량 급감/
소득원 감소

•마을별 어촌계 시/읍/면 등 통합관리
•연안 자원과 환경 관리 시스템 운영
•마을 공동어장 치유와 레저 공간으로 활용
•어촌계 관리 운영 주체 시스템 전환
- 어촌계원/수협/지자체/전문가
- 전문가 그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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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
제주 수산물가공업은 냉동·냉장, 염건, 염장품, 선어물 등 1차 가공품 형태
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주의 청정 수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산업과 어
선어업·양식업·마을어업이 공존하는 전략적 산업 육성이 요구된다.
제주의 어업-양식-가공-유통이 공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각의 분야
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제주의 청정 수산물인 어획 수산물·양식 수산물들이 식품가공업체와
적정시장가격 협의를 통한 스마트한 공존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산물 가공
비

전

청정 수산물 가공품의 품격화
추진전략

수산물 생산자와 가공업의 공존
현 황

지속가능 추진 내용

•수산물 가공 형태
- 냉동, 염장, 자건, 염건, 해조 등
1차 가공 형태

•고급 냉장품 가공 시스템
•수산 가공품 원물에 대한 이력정보
브랜드화
•양식 수산물과 가공업의 공존 전략
- 양식 수산물의 이력정보 공유
- 양식 수산물의 공급 가격 안정화
•수산물 품질의 규격화/표준화

•수산물 품질관리 시스템 영세

•수산물 고품격 시스템 구축
•시/읍/면/동 수산물 냉장·냉동 시스템 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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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산업과 수출 전략
제주 수산물 유통은 대부분 수협과 몇 몇 유통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
분 개인 유통업체는 경쟁력 확보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개인 유통업체
구성원간 유통조합 결성을 통한 유통망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소비시장 확대와 수출 증대를 위해서 청정 수산물 어획과정과
양식생물 생산과정 등 투명한 생산과정을 유통업자와 소비자가 정보공유
를 통한 지속적인 신뢰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 수산물 생산-가공-소비 유통과정의 스마트화와 브랜드화로 제
주관광 내외국인 연계 수산 소비 촉진 시스템 운영이 시급하다. 청정 수산
물 관광 먹거리 입소문 마켓팅을 기반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세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수산물 유통과 수출 전략
비

전

청정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전략

청정 수산물의 신뢰 구축
현 황
•수협과 중 · 소형 유통업체
- 유통 구조의 영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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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추진내용
•중 · 소형 유통업체의 유통조합 결성
•소비시장 대응
유통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수산물의 품질 표준화/세계화
•활어 유통에서 선어·필렛 유통 전환
•수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과정의
스마트화

제주 수산업의 지속가능 전략
제주 섬 환경이 인구 적정 수용능력 평가와 이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
를 예측하는 제주산업의 구조변화에 적응하면서 제주의 미래선도산업으
로 제주수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용 수산자원의 안정
적인 확보와 환경관리 그리고 수산인력의 지속적인 가입이 이루어지는 산
업사회 구조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주수산업이 소멸산업으로 예측되
는 환경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50년, 100년을 대비하는 실현가능
한 중장기 발전 정책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한 제주산업 구성원들과 공존하는 시스템 운영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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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외. 2018.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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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제주 관광산업
어떻게 볼 것인가?
김철원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1.

서론

2.

국내외 관광동향 분석

3. 제주도 현 관광정책 현황
4. 미래 관광 방향
5.

제주 관광 수요 전망

6. 제주도의 미래 대비 과제

1. 서론
오늘날 국제 경제 환경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각 나라가 펼치고 있는 자국
이익 무역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 주력 산업이 성장
둔화 현상을 보이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서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젠다 확장으
로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이란 사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앙 급증, 신종
질병의 만연, 사드로 인한 한·중 관광 갈등, 남·북한 평화 무드 조성과 교착
상태, 한·일 관계의 부조화,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 천연자원 한계, 밀레니
얼 세대의 등장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1

그림 1.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요소들

경제적 어젠다 확장
(지속가능성, 무역장벽, 글로벌 경쟁 심화 등)

테러/지역 분쟁 심화
(사우디, 터키 사태 등)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심화/완화 속도 미비

미중 무역분쟁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앙 급증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

남북평화 무드/교착

한일관계의 부조화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

천연자원의 한계

세대의 변화
(베이비붐이 세대의 퇴진, 밀레니엄의 약진, 초고령화 사회 초래)

1

김철원(2019). ‘불확실성 시대의 세계관광시장동향과 관광전략’. 한국관광정책 vol.7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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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2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4만 달러 시대를 향
해 가고 있지만, 많은 난관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관광 분야는 2019년에
역대 최대인 1750만 명의 외래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세계 관광경쟁
력 16위라는 성과를 거두고, 2022년을 목표로 좀 더 경쟁력을 갖질 수 있도
록 25조 원 규모인 관광사업체의 매출을 30조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제주 관광 역시 2016년 사드 사태 위기를 극복하고 2019년에 제주
를 찾은 관광객은 1528만 명으로 2018년과 비교하여 6.8% 증가하였고,
내국인 관광객은 1355만 명, 외국인 관광객은 172만 명으로 각각 3.6%,
41.2% 늘어났다. 이는 2016년 역대 최고치인 1585만 명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그러나 “관광 산업에도 바람이 부는가?”라는 질문을 해본다. 지난 수
십 년간 지배해왔던 양적 성장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은 제주는 물론 한국
관광이 순탄치 않은 흐름을 이어가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
광 분야가 예기치 않은 외생변수들에 (예 : 신종 바이러스·사드·국제 정세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지만, 관광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가 없
기에 외국인 방문객 감소세와 함께 내국인의 해외여행 물결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의 경제적 동력이 꺼질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관광 패러다임은 외래 관광객 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
에 집중했던 Classic tourism에서 청결·녹색·윤리·품질·소비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R. Tomasko의 저서 『Bigger isn't
always better(2006)』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관광 분야도 그동안 관광 이
해관계자들이 확장을 성장으로 오해하며 관광의 성장을 주도해온 것이
‘관광의 역설 (Paradox)’을 초래해 양적 팽창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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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장’이란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전진’
이라는 Tomasko의 주장이 국제관광의 흐름에 적용되고 있음에 따라, 내
실을 채우지 않고 외형만 넓히는 것은 성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
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세계 관광시장은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을 모색하며 기존에 고수하던 양적 성장 위주의 관광패턴에서 벗어나 개인
화, 고도화되는 관광시장에 맞춘 새로운 관광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양적 성장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제주 관광은 2016년부터
연간 관광객 유치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질적 성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
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양적 성장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미래 제주 관광의 명운을 좌우할 국내외 환경변화 요
인을 분석·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45 미래 제주 관광’이 나가야 할 비전
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관광동향 분석
세계관광기구(UNWTO)의 ‘World Tourism Barometer Advance Release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제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13
억 2200만 명으로 중동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증국 시장 지속 성장,
신흥시장 구매력 증가, 세계경제 회복 등)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관광은 전세계가 모든 지역에서 동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아시아태
평양 지역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3억 600만 명을 기록하여, 전 세계 인
바운드 24.7%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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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별 국제관광 입국자 수와 변화율

Americas

Europe

Asia & the Pacific

216 million +2%
USD 334 billion +0%

710 million +5%
USD 570 billion +5%

348 million +7%
USD 435 billion +7%

Middle East

Africa
67
USD 38

60
USD 73

million +7%
billion +2%

million +5%
billion +4%

900

국제관광 입국자 수(백만)

800
700
600

유럽
+5%

500
400
300
200

미주
+2%

100

아시아태평양
+7%
아프리카
+7%

중동
+5%

0
0%

2%

4%

6%

변화율

276

8%

10%

국제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4억 명, 2030년까지
18억 명(연평균 3.3%)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아프리카, 아·태
각 5.0%, 4.9% 성장 전망). 이는 UNWTO 2030 전망 수치를 2년 앞당긴 통
계로 국제관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래 (그림 3)은
2018년 실제 수치와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2030 전망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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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이 성장하게 된 동인(drivers)들은 개발도상국(emerging)과
선진국에서 지난 2년간의 높은 경제성장, 완만한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저
금리인 것으로 세계관광기구는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 수용력의 향상
과 평균 왕복 항공료가 1998년보다 무려 61% 저렴한 점도 국제관광 성장
에 기여한 요인이라고 한다. 비자 거절률도 1980년에 75%에서 2018년에
는 53%로 줄었고, eVisa와 도착 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8
년에 글로벌 인구 절반이 전통적 비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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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광 흐름을 살펴보면2, 엑세스 경제(access economy), 공유 경
제(sharing economy), 경험적 가치의 과시(instagramable moments,
experience and destination), 건강한 삶의 추구, 오버투어리즘이 나타나
고 있으며, 위기는 일상으로 재앙이나 갈등으로부터의 복원력(resilience)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big data 등 기술 혁신,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
성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 성장 과제가 주요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Xu, J., 2019).
한국관광은 1962년 방한 외래객 1만 5184명으로 시작하여 2019년 방
한 외래객 1750만 명 시대를 맞이함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관광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하는 외생 요인에는 2019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2012 여수 세계엑스포 ,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관광 선정, 세계 1위의 국제회의 개최지 부상, 그리고 K-pop
등 한국적 콘텐츠의 국제화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3~2017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국민
들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3년 86.5%에서 2017년 90.1%로 3.6% 증가하
였다. 2017년 만 15세 이상 국민(약 4700만 명) 중 약 90.1%인 약 4048만
명이 연간 1회 이상 국내여행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여행 경험
률(75.5%)은 전년 대비 0.6%, 기타여행 경험률(73.3%)은 2.3%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1회 이상 국내여행 참가자는 관광여행에
서 당일여행(71.2%)보다 숙박여행(75.7%)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2

Xu Jing (2019). Tourism Trends & Outlook. World Tourism Conference 2019 (5th Edition). "Beyond
Tourism, Beyond Expectation" 26-28 August, Kuala Lumpur,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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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또한, 만 15세 이상인 1인 평균 국내여행일수는 2017년 10.67일로
전년 대비 국내여행은 1.28일, 관광여행은 0.32일, 기타여행은 0.95일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지속적으로 여행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1. 내국인 국내여행 참가자 수
2017년(명)
국내여행

구분

2016년

숙박여행

당일여행

전체

40,483,997

34,041,456

32,007,790

39,293,235

관광여행

33,959,033

25,414,305

23,102,726

32,948,059

기타여행

32,933,697

22,680,787

23,210,153

31,141,35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5). 2017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2017년 국내 여행 총 비용은 약 29조 45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숙박여행 비용은 약 19조 1713억 원, 당일여행 비용은 약 10조
2846억 원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지만 연간 국내여행 총 비
용은 꾸준히 규모가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국내 국민여행 총량은 약 4억 7967만 4000일로 조사되었으며, 숙
박여행 3억 749만 2000일, 당일여행 1억 7218만 2000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추세는 주52시간 노동에 따른 여가 시간 증가로 국내여행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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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행지별 국내여행 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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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현 관광정책 현황
제주도는 외국 관광객 한국방문과 내국인 국내 여행 실적과 비례하여 성
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2년에 1000만 명 외국 관광객 시대를 열었고,
제주도는 2013년에 제주 방문객 1000만 명을 기록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입
도 관광객이 2004년 이래 평균 7.6%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이중에
서 외국인은 17.4%, 내국인은 7.2%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제주도에 외
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한국을 방문
하는 외국인 비율은 2004∼2019년 통계를 분석하면 약 12.8%로, 2016년
20.9%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2017년 이후 9% 점유율을 보이고 있
어, 점유율이 타시도에 비하여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
문하는 외국인들이 서울, 제주로 집중된다는 평가는 잘못된 수치의 인용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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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및 제주 관광객 동향
구분

한국 총
성장률
외래방문객

제주 방문
외국인

2012

11,140,028

13.7

1,681,399

점유율 성장율
15.1

60.6

제주 방문
내국인

성장률

총 제주
방문객

성장률

8,010,304

4.1

9,691,703

10.9

2013

12,175,550

9.3

2,335,848

19.2

38.9

8,517,417

6.3

10,853,265

12.0

2014

14,201,516

16.6

3,328,316

23.4

42.5

8,945,601

5.0

12,273,917

13.1

2015

13,231,651

-6.8

2,624,260

19.8

-21.2

11,040,135

23.4

13,664,395

11.3

2016

17,241,823

30.3

3,603,021

20.9

37.3

12,249,959

11.0

15,852,980

16.0

2017

13,335,758

-22.7

1,230,604

9.2

-65.8

13,523,632

10.4

14,754,236

-6.9

2018

15,346,879

15.1

1,224,832

8.0

-0.5

13,089,129

-3.2

14,313,961

-3.0

2019

17,500,000

14.0

1,726,132

9.9

40.9

13,560,004

3.6

15,286,136

6.8

제주도는 ㈜컨슈머인사이트의 ‘2019 여름휴가 여행조사’에 따르면
제주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년 연속 종합만족도 1위를 기록하였
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2018 국민여행조사’에서도 제
주가 관광숙박여행부문 ‘전반적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관광정책역량, 관광소비력, 관광수용력을 종합한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도 제주가 2015년부터 연속해서 전국에서 유
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1
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소위 ‘밀레니얼 세대’의 제주지역 소비 지
출 행태는 다니는 여행보다는 식음료비 지출에 초점을 둔 ‘머무는 여행’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있으며, CNN에서 제주를 아·태지역 5대 추천 여행지
로 선정한 바 있고,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
한 세계 100대 관광도시(95위)에 제주가 포함되면서 국제적 이미지 확산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3

3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224386 내용중에서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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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6년에 36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하여 역대 최대인
1500만 명이 방문하여 호황을 이루었지만, 양적 성장이 주는 부정적 효과
의 양산으로 관광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1960년대 관광통계
작성 후 매년 시행해 오던 연간 관광객 목표치 설정을 폐지하고, 2017년부
터는 관광객 유치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질적 성장을 나타내는 5대
지표를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동아일보」 2016, 1. 8). 5대
지표는 관광객 체류일수, 1인당 평균 지출비용, 관광객 만족도, 여행 형태,
마케팅 다변화 지수 등이다.
제주도는 5대 지표와 함께 관광객, 관광업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14개 과제를 선정해 행정과 민간의 협업을 강화해 추진하
기로 하였다. 14개 과제 중 관광 전(前)의 과제로 마케팅 전략변화를 추진
하고, 관광현장(中)에서의 과제로 관광정보 안내 개선, 쇼핑 및 상품개발,
교통체계 개선, 환대서비스 제고, 관광품질 고급화, 관광개발 사업, 지역연
계 융복합화 관광, 환경친화 행태 등을 추진하며, 관광 후(後)의 과제로는
불만족 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2018년에는 질적 성장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광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관광산업 질적성장 기반 구축’, ‘청정 제주
의 가치를 키우는 투자유치 관광개발’, ‘제주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
화’를 3대 핵심전략과제를 수립하였다.4
구체적으로 첫째, ‘관광산업 질적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1)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관광 실현을 위한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추진
하며, 2)제주 관광의 품격과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저가관광을 개선하며

4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2019). 2018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내용 인용함

282

관광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3)고부가관광인 MICE산업을 적극적
으로 육성해 고품격 제주 관광을 실현하고, 4)주변 환경에 민감한 관광산
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내외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높은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
진하며, 5)세계 최대 시장이자 인접국가인 중국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번째로, ‘청정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투자유치 관광개발’을 위하여,
6)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진흥지구를 운영하며 7)호텔, 콘도 등 숙
박시설 중심의 투자가 아닌 제주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8)사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9)제주의 자연에 조화되고 가치를 키우는 제주형 유
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세 번째로 ‘제주 카지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카지노 제도를 투명한 국제적 수준으로 완비하며, 이를
위한 선진 카지노 정책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네번째로 ‘개별여행 확대, 저가관광개선 및 시장다변화’를 핵심과제
로 하여 온라인중심으로 마케팅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고부가가치 상품개
발과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송객수수료 제도 개선, 시장별(도약시장, 관심
시장, 신흥시장 등) 전략적 마케팅 및 국제 직항노선 확충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였다.
제주도는 2020년에 관광 사업예산 513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관광분야 정책목표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질적관광 실현’이다. 이
를 실천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 1)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구
축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해 관광사업체들이 창업과 마케팅 등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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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광산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관광객 낙수효과를 높이는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수익이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마을 중심 관광
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에코파티, 팜팜버스 등 대표 지역 프로그램을 홍보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올해는 20개 마을을 목표로 지역관광 프로
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3)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질적성장 기반 조성
(관광스타트업·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을 꾀
하고 질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함), 4) 경쟁력 있는 제주 MICE산업
생태계 조성(시장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화권 시장을 중심으
로 인센티브단 유치에 적극 나서고 제주 MICE 산업 대전을 국내 대표 산
업전으로 키워나갈 계획임), 그리고 5) 글로벌 관광트렌드에 대응하는 국
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시장별 온라인 마
케팅을 강화해 국내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스토리텔링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가성비와 가심비가 높은 마케팅을 펼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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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관광 방향
세계관광기구는 사람·지구·번영 및 평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
공할 수 있는 관광의 역할을 강조하고 변혁의 시대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관광의 주체적 역할을 선언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하고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할 방안이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관광산업은 이제 사치 산업도
아니고, 국가 변방에 머무는 유치산업도 아니다.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주
도적으로 수행하고 기후변화, 환경보호, 빈곤퇴치, 평화 등 지구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글로벌 관광이 동반 성장하는 추세에서 한국 관광이 지속적인 경쟁
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으로 실천하는 과제가 나와야 한
다. 최근에 글로벌 불확실성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및
동남아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9차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
(2019.8, 인천)가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 주도하에 급변하는 관광 환경변화
속에서 상호 관광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 ‘포용적 성장’ ‘미래
선도’ 등 3가지 관점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미래 관광 방향을 제시하
였다.
또한, 이원희·박주영·조아라(2019)는 ‘2020~2024 한국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트렌드를 전망하였다. 2020~2024
년 관광 트렌드 키워드는 ‘NEXT TRAVEL’로 요약하였다. 여행의 일상화
속에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경향성을 내포하
고 있다. 또한 현재와 다른 다음(next) 단계로의 변화 및 진화, 확장의 의미
를 갖고 있다. 시장(관광객) 측면에서 볼 때, 여행 트렌드 변화를 이끌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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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핵심 시장이 밀레니얼 세대뿐 아니라 Z세대로 확장되었고, 고령인구의
여행경험 성숙에 따라 구매력과 활동성을 겸비한 뉴시니어 층이 관광소비
시장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
른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과 플랫폼 비즈니스, AI 관광, 관광부
문의 공유경제가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자원(목
적지) 관점에서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일상공간으로 관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의 영역이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경
계가 모호해 지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이자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현재보다 더 성숙한 다음 단계의 여행 시대(NEXT TRAVEL)가 열
릴 것을 전망하였다.
첫번째는 ‘소소한 여행: 소확행, 가심비, 가시비’로, 일상에서의 작지
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 차원에서 여행을 즐기며, 가격 대비 본인이 가치를 두는 곳에 시
간을 소비하고자 하는 ‘가시비’ 트렌드가 더해질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으로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도 있지만, 마
을, 골목, 시장 등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일상 공간에
대한 여행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세번째는 ‘경험소비, 여행 액티비티 전성시대’를 전망하면서, 패키지
여행보다 개별여행을 선호하고 이 때 현지 투어프로그램을 별도로 예약해
즐기는 경우가 증가 추세에서 여행 액티비티 시장이 지속하여 성장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넷째는 ‘누구나 즐기는 여행: 은퇴에서 100세까지’로 여행
이 특권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여행 트렌드 세터, 뉴 제너레이션’으로 자유롭고 개성 넘치
며 자존감이 강한 밀레니얼 세대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삶의 재미와

286

만족을 추구하는 Z세대가 향후 여행 트렌드 변화를 이끌어나갈 핵심 시장
으로 전망한다. 여섯째는 ‘다이내믹 방한시장, 유동성과 다변화’로 동북아
지역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
다. 이밖에 ‘관광시민, 여행 가치를 생각하다’, ‘모바일과 여행 플랫폼 비즈
니스의 진화’, ‘빅데이터가 여는 AI관광시대’, 그리고 ‘공유, 여행 공간·이
동·경험을 잇다’ 등의 트렌드를 전망하였다.
한편 UNWTO(2010)가 오래 전에 발간한 자료이지만, 미래 관광을 파
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UNWTO에 따르면 관광객의 욕구와 다
양해지면서 관광행태가 세분화되고 있으며,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태
관광이나 농촌관광,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위한 모험 관
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3. 미래 관광형태 전망
관광형태

내용

생태관광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세계시장에서 연간 최대 20%의 성장기대

스포츠관광

동계스포츠, 스쿠버다이빙, 골프 등이 대중적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모험관광

모험과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일반화 될 것으로 전망

문화관광

문화적 활동과 체험을 통해 관광경험의 질 향상

농촌관광

향후 10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오래된 농장 개조부터 미개발 해안지역의 해안빌라까지 다양한 형태 등장

테마파크

방문객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주위를 집중시키는 다양한 테마가 놀이공원에 도입될 전망

국제회의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로 인해 많은 관광지에서 국제회의 산업

자료 : UNWTO(2011). Tourism towards 2030 Global overview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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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제주 관광에 미치는 트렌드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큰 흐름속
에서 관광분야의 트렌드는 새로운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 관
광의 미래는 다음 수요 예측치에서 볼 수 있듯이 양적으로 팽창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수용 능력(carrying capacity)을 고려하여 성장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5. 제주 관광 수요 전망
‘2045’ 미래 제주 관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와 함께 방문객
수요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외생 변수에 민감한 관광 수요를 추세분
석으로 전망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제주도 관광수요 예측을 위해 추세분석법(trend analysis),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윈터스법(winters method), BoxJenkins법(ARIMA) 등의 시계열 예측기법을 검토하여 이들 방법 중 예측오
차가 낮은 기법을 적용하였고, 또한 전체 방한객 중 제주도가 점유하는 외
래객의 비율을 검토하고, 내국인 증가율을 고려하면서 시간 변화에 대한 회
귀분석을 통해 시간 변화에 대한 평균 증감률 및 성장률 산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계열 예측결과의 보정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 방문 총 외래 방문객수 추정 결과 총 외래객 입국자수는 매년 평
균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방문 총 외래객수 추정에서 단기
(2021년) 는 최근의 2018년과 2019년도 성장률을 반영하여 9.5% 성장률을
적용하고 장기예측에서 셰계관광 성장률 약 4%와 한국방문 외래객 수의
증가율(약 4~6%)을 반영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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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Inbound) = 14.79 + 0.062 T ; R2: 0.959
(단, Inbound: 외국인 방문객수 (명), T: 시간 변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문 총 외래 관광객 중 제주도 방문
객의 평균 비율은 약 12.8 % 점유하고 있다. 향후 제주도는 성장관리, 수용
능력 (carrying capacity)과 질적 관광정책을 추진을 통해서 성장률 관리
가 필요하다. 총 외래방문객 중 제주도 방문비율은 평균 점유율인 12.8%
를 유지·관리해야 하고, 내국인은 2025년까지는 연 7.2%, 2026~2045년
까지는 연 2%의 성장률을 관리한다면, 2026년에 2000만 명, 2036년에
3000만 명, 그리고 목표연도인 2045년도에는 3700만 명이 입도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는 매우 소극적인 수요로 자연증가율을 추세를 적용하면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이다. 한편, 제주도 방문객수
추정을 위해 시간 변수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이는 자료의 불규칙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을 확
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요약하면, 2045년 기준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방문 총 방문
객의 12.8% 점유율을 목표수요로 설정한 결과 약 749만 1000명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었다.

289

표 4. 제주도 방문객 (외국인+내국인) 예측
한국방문 총 외국인 관광객

제주도 방문객 (명)

연도

외국인
관광객 (명)

성장률
(%)

제주
방문율(%)

제주방문
외국관광객

제주방문
내국인(명)

총 방문객

성장률
(%)

2022

22,364,194

5.5

12.8

2,911,699

16,206,257

19,117,956

6.5

2023

23,594,224

5.5

12.8

3,071,842

17,373,108

20,444,950

6.5

2024

24,891,907

5.5

12.8

3,240,793

18,623,971

21,864,765

6.5

2025

26,260,962

5.5

12.8

3,419,037

19,964,897

23,383,935

6.5

2026

27,311,400

4.0

12.8

3,555,799

20,364,195

23,919,994

2.2

2027

28,403,856

4.0

12.8

3,698,031

20,771,479

24,469,510

2.2

2028

29,540,010

4.0

12.8

3,845,952

21,186,909

25,032,861

2.3

2029

30,721,611

4.0

12.8

3,999,790

21,610,647

25,610,437

2.3

2030

31,950,475

4.0

12.8

4,159,781

22,042,860

26,202,641

2.3

2031

33,798,224

4.0

12.8

4,326,173

22,483,717

26,809,890

2.3

2032

35,150,153

4.0

12.8

4,499,220

22,933,392

27,432,611

2.3

2033

36,556,159

4.0

12.8

4,679,188

23,392,059

28,071,248

2.3

2034

38,018,405

4.0

12.8

4,866,356

23,859,901

28,726,256

2.3

2035

39,539,142

4.0

12.8

5,061,010

24,337,099

29,398,109

2.3

2036

41,120,707

4.0

12.8

5,263,451

24,823,841

30,087,291

2.3

2037

42,765,536

4.0

12.8

5,473,989

25,320,317

30,794,306

2.3

2038

44,476,157

4.0

12.8

5,692,948

25,826,724

31,519,672

2.3

2039

46,255,203

4.0

12.8

5,920,666

26,343,258

32,263,924

2.3

2040

48,105,412

4.0

12.8

6,157,493

26,870,123

33,027,616

2.3

2041

50,029,628

4.0

12.8

6,403,792

27,407,526

33,811,318

2.3

2042

52,030,813

4.0

12.8

6,659,944

27,955,676

34,615,620

2.3

2043

54,112,046

4.0

12.8

6,926,342

28,514,790

35,441,132

2.3

2044

56,276,527

4.0

12.8

7,203,396

29,085,086

36,288,481

2.3

2045

58,527,589

4.0

12.8

7,491,531

29,666,787

37,158,31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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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도의 미래 대비 과제
제주 관광의 미래는 세계관광시장의 성장, 한국관광의 발전 추세에 따라
제주 관광은 2045년까지 양적으로 팽창하여 3000만 명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관광성장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관광이 관광
을 망친다 (Tourism destroys tourism)’라는 문장처럼 엄청난 부작용이
시달릴 것이다. 제주관광의 성장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제주 관광
은 향후 2045년을 내다보면서, 성장률 2%와 외국인 점유율(한국 방문 외
국인 대비)을 12%대로 유지하는 정책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라는 용어는 1973년 미국의 도시 토
지연구소(Urban Land Institute)의 성장관리와 규제(Management and
Control of Growth)라는 정책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에서의 성장관리 정책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일부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도시 근교의 확산으로 훼손이 심각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정승호, 2014). 성장관리의 원래 의미는 개발의 총량
억제나 상한 설정 등과 같은 엄격한 성장규제(growth control) 의미였으
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이전의 ‘반 성장(anti-growth)’의 의미가 아닌
성장의 물리적 영향과 경제·사회·환경적 영향 모두에 관심을 두는 종합
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었다(이성근, 2000). 개발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
써 성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곳은 개발을 촉진하고, 성장이 지나치게
빠르게 일어나거나 보전이 필요하여 개발의 통제가 요구되는 곳은 기반
시설 등의 공급에 맞춰 체계적 개발을 하게 하거나 개발을 유보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광지 성장관리는 건전한 관광지 발전
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제하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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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단기적 단계별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에 따른 환경
파괴와 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 및 정체, 주민들과의 마찰, 전통문화의 훼
손, 사회·문화적인 부정적 효과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지의 성장 과
정을 유도하여 관광지 발전과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따
라서 관광지 개발을 통한 성장과 계량적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
에 의한 이윤추구가 가능하도록 주변 관광지보다 관광 매력을 높을 수 있
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와 협력을 하고 관광 경험의 질적가치를 위해 고부가
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 숙련된 직원이나 경영기술이 필요
하다.
또한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성장을 추구하야 하며, 관광객들에게는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고 지
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장래의 개발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추구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한편, 현재 주
요 관광지들은 오버투어리즘과 관련된 여러 고민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문화유산 수용능력 및 상태에 대한 전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미래지향적 측면에서도 향후 5년 내지 20년에 연 관광
객의 수가 30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자문하고
지역사회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원
하여야 한다.
기존의 제주 관광정책은 미래지향적이고 제주 관광의 성장을 관
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겨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2045 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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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관광’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Ahmed Eiweida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도시전문가5는 도시 관광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도시
관광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관광’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주장하
였다. 이를 응용하여 우선, 제주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목적지가 되어
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1) 관광목적지로서 경쟁력을 갖춘 제
주 관광 (Competitive Destination), 2) 살기 좋은 관광 제주 (Livable
Destination), 3) 포용력 (Inclusiveness) 있는 관광 제주, 그리고 4) 복원
력(Resilience)이 다양한 제주 관광이 되어야 한다.

5

제7차 UNWTO 도시관광총회 (2018.9, 서울) 기조연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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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와 같은 네 가지 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으로 유
지·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측면이 갖춰졌을 때 지속가능한 관
광 제주가 가능하고, 비로소 새로운 도시 어젠다와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할 수 있으며 여행객의 유입 증가 또 관광객
의 지출 증가,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모든 이의 만족도
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유지·관리를 위한 네 가지 축

(1) 경쟁력을 갖춘 제주 관광

(2) 살기 좋은 관광 제주

(3) 포용력이 좋은 제주 관광

(4) 복원력이 다양한 제주 관광

경쟁력을 갖춘 제주 관광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광산업
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일자리를 창
출하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 관
광정책은 어느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지와 해당 부분에 어떤 제약이 있
는지 파악해야 한다.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기반시설 부족만 얘
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환경이라든지 법규적인 환경, 노동시장 그리고 근
로 인력, 기획 여러 가지를 의미하며,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다 함께 검토해
야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해외 사례로 프랑스 니스(Nice)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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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지로서 니스의 경쟁력은 도시의 혁신성이며, 디지털 도시로서의 명망이
높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변화로 인해 관광객들의 형태는 변화
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망이 다
양화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 또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미래
제주 관광은 경쟁력이 있는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이 정착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Jeju-wave 경험 마케팅 전략 수립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니스는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분야에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5. 니스의 디지털 활용
분류

내용

디자인

예술적 가치와 디지털 접목

자연

자연(바다와 산 등)과 디지털 접목

웰컴 서비스

챗봇(ChatBot), 모바일 포털 활용

기술 클러스터

스마트 혁신 기업 연계

이벤트

진행되는 이벤트 정보 실시간 제공

콘시어지

관광객들의 질문을 즉각적으로 답해주는 검색엔진 활용

언어

다양한 언어 지원

숙박

호텔 예약 제공

교통

교통량 트랙 운영을 통환 관광객과 주민 편의 도모

프렌치미디어패스

교통권, 교통패스 구매 지원

일정

여행 일정 계획 지원

또한, 니스는 연중 비성수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약 30년 전 부터 비즈
니스 투어리즘 개발하고 있다. 제주가 MICE 산업을 먹거리 분야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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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또한 니스는 연중 엑티비
티가 끊이지 않도록 도시 사업을 활성화하였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
린 투어리즘, 화이트 투어리즘, 쇼핑 투어리즘, 문화 투어리즘을 디지털과
접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그림 6. 니스의 관광 스펙트럼

그린 투어리즘

화이트 투어리즘

쇼핑 투어리즘

문화 투어리즘

살기 좋은 관광 제주
사회의 간접자본이 있으며 대기 질도 좋고 시민들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이 좋은 곳, 도심 재생지역, 문화중심지역을 살기 좋은 관광지라
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현지 음식, 동물, 동식물 사진
찍기, 편의시설 및 거리에서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한 거주와 방문이 즐거
운 곳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이미 살기 좋은 곳으로 평판을 가지고 있다. 지
속가능하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휴
식, 휴양 등의 공간과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포용력이 다양한 관광지
관광객 유입이 된다고 해서 시민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염과 쓰레기만 더
놓고 간다면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포용력이 좋다면 계획단계부터 지역사
회를 관여시키며, 지역사회의 관여를 진지하게 추구하려면 계획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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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역사회를 참여시켜야 한다. 관광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은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연계한 매칭 그랜트 및 소기업 창업 등은
주민과 관광객 양측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광에서 양성평
등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체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 확보도 매우 중요하
다.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관
광객들에게도 좋은 도시’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산 세바스티
안을 잘 보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들과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산 세바
스티안은 음식문화로 잘 알려진 도시이며, 관광객들이 음식의 낙원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음식도시로 뽑힌다. 식음료는 문화
의 일부이며 산 세바스티안은 30~40년 전부터 전통음식과 아방가르드 음
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까 고민하였다. 즉 새로운 식문화이지만 전통을
토대로 한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여 이제 산 세바스티안은 작
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슐렝 스타를 받은 음식점이 세 곳이나 있다. 고
령층 및 젊은 층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는 식음료 문화로는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 음식이 미래 제주 관광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원력이 좋은 관광지
관광지에 어떤 위험이 있고 취약점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이를 대비, 완화
하는 계획 수립 및 해결책 도출까지 완료한 지역이 복원력이 있는 관광지
이다. 질병, 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관광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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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위험관리계획, 대피계획, 수용능력계획 등 잘 수립되고 실천할 수
있는 관광지이다. 세계관광기구는 위기는 관광시장의 일상이 되고 있으니,
항상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제주도는 사드 사태
나 신종 질병과 같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항상 이를 대비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밖에 2045년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관광세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스페인 마요르카와 이탈리아 베니스와 같
이 환경세와 관광세를 지역을 방문한 숙박관광객의 숙박요금에 부여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세금은 사회기반 환경조성, 문화유산 시설 정비, 지역주
민교육, 환경개선사업에 활용 될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종사자의 최저임금
향상에도 일부 보조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공론화하여 제주 미래관광
을 지키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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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의 신산업을
생각한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제주 지역산업의 구조변화와 그 특징

3. 4차 산업혁명이 제주의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주의 대응방안
5.

맺음말

1. 서론
최근 10년간 제주는 인구와 경제의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제주의 인
구는 2010년 약 57만 명에서 2019년 약 67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국에
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1.1%에서 1.3%로 증가하였다. 제주의 취업자 수
는 약 28만 명(전국의 1.2%)에서 38만 명(전국의 1.4%)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내 총생산도 전국의 0.8%에 1.0%로 성장하였다. 지역경제의 1인당 지
표도 빠르게 개선되어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010년 전국 평균의 76.0%
에서 2018년 82.9%로 증가하고,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의 91.1%에서
92.8%로 성장하였다.

표 1. 주요 지표별 제주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구 분

인 구

취업자 수

지역내 총생산

2010년

1.1%

1.2%

0.8%

2019년

1.3%

1.4%

1.0%*

주 *: 지역내 총생산은 2010년과 2018년도 기준임
자료 :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취업자 수 통계 및 지역소득 통계

제주의 발전은 국제자유도시라는 제도적 특성과 제주라는 장소가 가
지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유
치에 바탕을 두고 시작된 제주의 발전은 내국인의 제주 유입을 통해 가속
화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육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소
규모 도서지역으로서 제주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다는 약점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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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연구들(Manufuture, 2018;
Foresight, 2013; ILO, 2019)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외부 환경이 과
거보다 더욱 급격히 변화할 것이며, 그 기저의 메가트렌드로 인구 구조의
변화,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 기술적 진보와 이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및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표 2. 산업의 미래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메가트렌드
구 분

구체적 여건 변화
기후변화와 천연자원의 희소성 증가

정치 및 환경적 변화
세계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장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경제적 변화
가치사슬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인구의 변화(중산층의 증가, 도시인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적 변화

새로운 소비자 기호 및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증가
새로운 숙련(skill)과 고용 패턴 대두
기술적 진보와 그 적용의 가속화

기술적 변화

지식에 대한 범세계적 접근성
제품과 공정 및 가치네트워크의 복잡화

자료 : ManuFuture EU, 2018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범세계적인 것으로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 영향
은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이 이
러한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예상되는 여건변화 속에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대
응할 것인가 ?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 및 환경적 변화를 제외한 경제
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의 다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진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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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지역발전에 양면적 성격을 지니나, 통상적으
로는 대도시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도서국
가나 소규모 경제권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4차 산
업혁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도서로서 가지는 지리적 한계
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 지역산업육성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검
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에 수반되
는 지역발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
기 위하여 제주가 취하여야 할 산업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최근 제주의 산업발전 성과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이 지역발전, 특히 제주의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 지역산업의 구조변화와 그 특징
제주 산업구조의 변화 동향
일반적으로 도서지역은 1차 산업중심의 경제구조에서 2차 산업화를 경험
하지 않고 3차 산업중심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도의 경
우에도 전체로서 우리나라와 달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경유하지 않
고 3차 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5년에도
지역 내 부가가치의 39%를 차지하던 1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18년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보다 낮은 10.2%로 감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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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 내 부가가치의 경제부문별 구성 추이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39.0%

33.2%

29.5%

21.5%

18.1%

16.5%

11.6%

10.2%

광업

0.1%

0.3%

0.5%

0.2%

0.3%

0.2%

0.2%

0.1%

제조업

3.7%

3.7%

2.5%

3.4%

3.2%

3.2%

3.3%

4.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

2.4%

2.4%

2.6%

2.7%

2.2%

3.3%

6.0%

농림어업

사업서비스업

1.1%

1.4%

1.5%

1.7%

2.3%

3.4%

4.2%

7.1%

건설업

7.2%

11.5%

9.1%

8.6%

8.4%

6.8%

10.2%

1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5.1%

6.0%

8.3%

10.8%

9.3%

8.8%

8.4%

8.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

1.1%

1.1%

1.5%

2.3%

1.9%

3.3%

1.3%

도매 및 소매업

8.5%

7.7%

7.9%

7.8%

7.8%

9.1%

8.2%

7.7%

숙박 및 음식점업

2.8%

4.9%

6.2%

7.0%

5.6%

6.0%

6.4%

6.5%

운수업

5.2%

4.0%

5.3%

5.0%

4.8%

4.6%

5.8%

4.8%

금융 및 보험업

2.7%

3.5%

4.9%

5.6%

6.2%

5.6%

4.7%

5.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3%

7.9%

8.5%

10.3%

12.1%

13.1%

12.7%

12.3%

교육서비스업

7.1%

6.5%

5.9%

6.5%

7.4%

7.7%

6.9%

6.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

2.1%

2.5%

3.7%

4.5%

5.3%

5.1%

5.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5%

3.9%

3.7%

3.9%

5.0%

5.7%

5.6%

4.3%

자료 : 통계청(KOSIS), 지역소득: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중에도 2차 산업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규모경제 확보의 곤란이라는 소규모 도서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지역의 제조업은 서비스산업의 확장 개념으로 존재한
다는 Baldacchino(1998)의 지적과도 유사한 것이다.
제주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시기별로 보면 2010년 이후에 업종별 구
성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
주의 취업자수는 36.6%가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의 부가가치(당해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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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기준)는 76.3%가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별 변화를 보
면 부동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이 제주 평균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정보통신업과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제주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기
록하였다.
이에 비해 제주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농림어업은 종사자 수가 절대
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 또한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제주의 산업별 종사자 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2010~2018년)
381.5%

제주 평균

부
가
가
치
증
가
율

정보통신업

305.2%

228.9%
건설업

(2010~2018년)

152.6%

사업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

공공행정

숙박 및 음식점업

제주 평균

76.3%
금융 및 보험

0.0%

보건 및 사회복지

부동산업

농림어업
광업

-76.3%
-73.2%

-36.6%

0.0%

36.6%

73.2%

109.8%

146.4%

183.0%

219.6%

종사자 수증가율(2010~2018년)

위의 (그림 1)은 제주 내에서의 변화만을 살펴본 것으로 이를 통해 제
주의 발전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의 산업별 성
장을 전국과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 (그림 2)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통신산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 및 창
고업에서 나타난다. 제주도 내 산업부문간 비교에서도 고용이 감소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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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이나 광업과 달리 이들 3개 부분은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으
며,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제주 평균 이상의 고용 증가율을 기
록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산업별 증가와 비교해보면 이들 3개 부분의 고용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의 경우 지난 8년간 종사자 수가 제주의 평균보다 높게 증가하였으나 전
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간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종사자 수 증가를
기록한 부분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 2개 부문으로 이는 제주의 관
광산업 활성화와 긴밀히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 또한 전국평균보다 높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
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전국에서 차지하는 제주의 종사자 수 및 부가가치 비중 변화(2010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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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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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0.20%

0.00%

0.20%

0.40%

전국에서 차지하는 종사자 수 비중 변화(2010~2018년)

0.60%

0.80%

제주의 산업발전 궤적이 전국적인 경향과 다르며, 제주지역 제조업
의 비중 및 성장률이 전국과 상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구조 측면
에서 전국적인 성장요인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는 점은 이미 제주연구원
(2017, 29쪽)의 연구에서 잘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일견 당연하며 흔히 이를
제주의 특수성으로 간주한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제주가 육지
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도서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제주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구조를 지니는가? 제주의 미래
산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제주 산업구조의 국제 비교
앞서 지적하였듯이 제주는 전체로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발전 궤적을 보이
고 있다. 제조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와 달리 제주는 2차 산
업중심의 산업화 시기 없이 1차 산업중심에서 3차 산업중심으로 이행하였
다. 이러한 현상이 도서로서 제주의 특수성에 기인하는가를 살펴보기 위
하여 제주와 여건이 유사하거나 제주가 참고할만한 성과를 보이는 다른
국가와 제주의 산업발전 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1 비교에 사용된 국
가는 총 26개국(제주 포함 27개 지역)으로 그 세부 사항은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다른 소규모 (도서)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제주의 산업구성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농림수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1

이러한 분석은 한 국가의 산업구조는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 및 경제발전 수준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할
경우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역의 산업구조는 지리적 특성이나 경제
발전 수준 외에 역사 문화적 특성, 보유 자원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주 산업의 미
래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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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다. 이에 비해 제조업, 도소매업, 정
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제
조업의 경우 케이맨제도(Cayman Islands)나 홍콩에 비해 다소 높을 뿐 다
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 제주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1) 제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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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가로는 1인당 국내 총생산(US$), 세로는 전체 종사자 수 중 해당 산업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2017년 기준)
주 2 : 도면내 각 점은 각각의 국가를 나타낸 것으로 대상 국가 목록은 부록을 참조
자료 : 세계노동기구 통계 DB(ILO STAT) 및 세계은행 데이터센터(World Bank Dat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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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교 대상 지역이 모두 단일국가이거나 자치령이기 때문에 제주
도에 비해 산업부문간의 균형발전이나 기반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다
를 수 있다. 가령 몰타(Malta)나 키프로스(Cyprus)의 경우 경제의 자립성
강화를 위해 기반산업부문에 국가적인 관심을 두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 기
반산업에 대한 접근이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나 경제발전 수준
및 도서지역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서
비스업의 발전을 제한하는 전제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제주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2) 제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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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자료 : (그림 3)과 같음

제주 산업구조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경경제수준과
인구 규모면에서 비견가능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3개 국가(키프러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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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란드 및 몰타)와 제주의 산업구조를 비교하였다. 이에 의할 경우에도
제주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발전이 상대적
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키프러스는 2017년 7.9%이던
제조업 생산을 2030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제조업 육성
을 추진하고 있다(Deloitte, 2019, 11쪽)2. 또한 몰타의 경우 경제수준은 제
주와 유사하나 인구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가지 분야가 비교적 고
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제주의 산업육성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4. 제주도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의 국제 비교

종
사
자
의
산
업
별
구
성
비

제주도

Cyprus

Iceland

Malta

인구(인, 2017년)

644,057

1,179,680

343,400

467,999

1인당 GDP(US$, 2017년)

26,015

25,761

71,315

27,284

농림수산업

14.4%

2.5%

3.7%

1.0%

제조업

3.5%

7.2%

9.7%

11.8%

건설업

9.6%

8.2%

6.4%

6.9%

도소매업

12.5%

18.2%

13.0%

14.1%

숙박 및 음식점업

11.5%

9.1%

5.7%

7.6%

정보통신업

1.3%

2.8%

5.1%

3.7%
5.3%

금융 및 보험업

3.5%

5.5%

2.9%

부동산업

1.3%

0.9%

0.8%

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4%

7.1%

6.5%

5.0%

사업서비스업

5.3%

2.7%

3.9%

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

7.5%

8.2%

4.3%

7.1%
9.0%

교육서비스업

6.7%

7.2%

12.4%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7.5%

5.6%

11.5%

9.1%

여가오락서비스업

2.4%

1.8%

3.2%

4.0%

기타

10.7%

13.1%

10.8%

9.4%

자료 : 세계노동기구 통계 DB(ILO STAT), 세계은행 데이터센터(World Bank Data Center) 및 OECD 통계센터

2

이러한 목표 설정은 키프러스가 2013년 경제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역경제가 양호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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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의 종합
제주의 산업구조 변화 및 해외 도서지역들의 사례는 소규모 도서지역이라
는 사실이 지역의 산업구조를 결정하는 불가피한 요소는 아님을 말한다.
소규모 도서지역 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라
는 사실이나 도서지역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이들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30년 전 Srinivasan(1985)은 많은 소규모 경제권이 결코 가난하
지 않고, 일인당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라는 사실은 빈곤
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Read(2004)
는 국제 통계에 의하면 규모가 작아도 발전단계는 높은 국가가 많아 소규
모라는 점이 성공을 위해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는 아니며, 통계분석 결과
섬이라는 원격성과 고립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Baldacchino와 Fairbairn(2006)는 도서지역의 기업 발전과 관
련한 연구에서 도서지역 기업가의 특성이나 노동시장 특성 등을 예시로 도
서지역의 경제가 본원적으로 취약하다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 이견을 제시
하고 있다. 그들은 도서지역 내에서 기술·지식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
업가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으로, 지역 외에서의 전문교육이
나 근무경험을 지닌 이들이 많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노하우나 나름의
사업적 관계망이나 고객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도서지
역민 중 일부는 대도시나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관계를 통해 세계시장과 연결고리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기업생존에 필요한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도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약육강식의 경쟁사회인 대도시와 달리 도서지역 삶의 질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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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세계시장이나 첨단기술에의 접근이
가능한 도서지역 출신의 젊은 인재나 외지인들이 도서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즉, 다수의 도서지역 기업
가는 대도시에서 기업경영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도시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위해 도서지역 입지를 고수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지역, 특히 독립국가가 아닌 국가에 속한 도서지역의 경우
국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도서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고객
의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 Baldacchino(2005)가 이이슬란드와 몰타 등
유럽 5개 도서지역의 소기업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의 대부분은 그들이 입지한 도서지역의 역사나 문화와 뚜렷한 연관성을 지
니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효과로 인해 틈새시장 공략이나 관광산업과 연
계된 시너지 확보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방정부나 광고회사 등이 브랜드
형성을 지원할 경우 산업화된 세계의 소비자들은 섬에 대한 매력으로 인해
도서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광지로 명성을 확
보한 도서의 경우 관광객이 곧 지역내 생산품의 소비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듯이 작은 면적과 인구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역은 나름의 발전경로를 밟고 있으며, 많은 지역은 제주보다 더
욱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소규모나 도서는 지역발전의 불편함을
주나 그 자체가 지역발전을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규모나 원
격성이 아니라 그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일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제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거리와 규모의 중요성을 감소시킴으로서 소규모 도시지역의

312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은 대도시나 발전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제주의 발전에 줄 수 있는 기회와 위협에 대해 살펴보고, 기회를 현실화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4차 산업혁명이 제주의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제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에서 이룩한 디지털 혁명이 사회 전역
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칭하는 것으로, 고도의 자동화와 초연결성의 결합
을 특징으로 한다(Bhanu Baweja et al, 2016).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
업생태계의 급진적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기술은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
나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신기술과 융합됨으로써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동
일하다(장철순 외, 2017, 20쪽). 이러한 점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엄밀
한 의미의 혁명(revolution)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이고 누적적 기술의 진보
(evolution)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한 기술을 K. Schwab은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 및 생물학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무
인운송수단, 3D프린팅, 로봇공학, 그래핀(신소재),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시스템, 유전학,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이 포함된다(제주발전연
구원, 2017, 6쪽 재인용). 일각에서는 이들 기술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물인터넷 및 블록체인 기술 4가지라고 지
적하고 있다(PwC, 2017b, 8쪽). 그러나 나노설비나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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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able technology)와 같이 다수의 기술이 결합된 혁신이 진전됨에 따
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무엇이고, 그 중요성이 어떠한가는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을 유발한다. 그
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한 관심은 촉매기술로써 4차 산업혁명 기
술이 가지는 영향력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은 전형적
인 촉매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경제부문의 변화
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플랫폼 경제를 확대하고
기존 산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나타나게 한다. 제조·서비스업이
연계된 융합적인 기업활동이 증가하고 공유경제, 온디맨드(On-Demand)
경제 등 소비자의 피드백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에 바탕을 둔 초연결성과 생산설비의 결합은 기존 가치사
슬과 생산체계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에서 생
산기능보다 서비스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의 서비
스화와 제조업의 서비스 기능화가 동시에 진전될 것이다. 또한 소품종 대
량생산을 전제했던 기존 자본집약적 생산체제의 대안으로는 주문형 대량
생산체계의 출현도 가능해질 것이다(장철순 외, 2017, 23쪽).
산업의 가치사슬과 생산체계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출현을 촉
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노동시장과 일자리에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달은 자동화를 촉진
시키며 이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와 지방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자동화의 영향은 사무기능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물론 다른 산업혁명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도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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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World Bank, 2016).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
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
리는 계층과 일자리를 잃는 계층이 달라지는 등 일자리 감소가 사회적·공
간적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표 5.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전망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Frey & Osborne(2015)

미국 내 근로자의 47%가 자동화에 따라 일자리가 대체될 위험에 있음

Chang & Phu(2016)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

OECD(2016)

World Bank(2016)
WEF(2018)

ASEAN 5개국 일자리의 56%가 향후 20년 내에 자동화에 따라 대체
위험에 노출
입증된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직종의 5% 미만이 완전히 자동화 될 수
있으나 모든 직종의 약 60%는 자동화 될 수 있는 업무가 30%에 달함
OECD내 평균 9%의 일자리가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함. 상당 부분의
일자리(50~70%)는 자동화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지만 많은
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
개발도상국 일자리의 2/3가 자동화될 가능성
기업의 약 50%가 2022년까지 자동화에 따른 상시근로인력 감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9, Work for a brighter future –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Geneva, p.19 재인용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관계에 다양한 논의에 공통점 중 하나는 직
무의 성격에 따라 고용과 소득이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非반복적(non-routine) 정신노동이 필요한 직무는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반복적(routine) 노동의 경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 관
계없이 모드 고용과 소득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의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수혜지역과 일자리 손실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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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18)는 자동화의 영향은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며, 저학
력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이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의 대체
는 주로 단순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업
무의 집약도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표 6. 기술변화가 고용과 소득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예상되는 기술변화의 영향
고용에의 영향

소득에의 영향

비반복적 정신노동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반복적 정신 및 육체노동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비반복적 육체노동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자료 :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Report 2016: Digital Dividends. Washington, DC: World Bank. 132쪽

한편 직무의 성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청년층의 분포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발전한 국가와 발전한 지역(가령
대도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ittrich(2016)는 국가 단
위로는 ICT 기반 구축이 양호한 국가가, 지역단위로는 숙련노동력의 확보
와 ICT 활용이 유리한 혁신적 지역이, 기업단위에서는 관련 기술과 시설의
습득 및 직원의 교육훈련이 용이한 대기업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
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우수한 청년인력은 주로 대도시지역을 선호
하는 경향을 보인다. 삶의 가치에서 생활의 만족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증
가하면서 청년들은 문화기반 등이 양호한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다. 기술적 진보는 환경관리를 용이하게 하면서 교외나 농촌지역에 입지한
생산시설의 도시내 입지를 가능하게 한다. 미래 공장의 입지특성과 관련하
여 영국 정부의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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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장은 고객에게 더욱 근접하고, 더 많은 현지화 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현지 재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공급망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협력적 공급 네
트워크를 나타나게 할 것이다.∼(중략)∼미래의 공장은 환경영향 측면에서 ‘좋은 이
웃’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점점 더 도시로 입지하게 될 것이다. 계획 제도는 토지이용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공장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Foresight, 2013, 84쪽)

이와 반대로 비도시지역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소외지역으로 대
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자동화로 인한 노동력 대체의 가능성
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회
를 잡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오
히려 그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낙후지역을 동반 발전시키기
위한 포용력 있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제주발전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은 지역산업과 지역발전에 기회임과 동시에 위협요인이 되
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지역은 새로운 성장을 기
대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산업경쟁력의 쇠퇴와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제주연구원(2017, 47쪽)이 제주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으
로 인한 미래 예상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인들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해 새로운 미래산업 출현에 따른 일자리 창출(19.7%), 제주의 미래유망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18.1%), 기업의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14.3%)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으나 저직능 일자리 감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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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시장 붕괴(9.2%), 빈부격차 확산 및 심화(7.4%), 세대간 가치 충돌
(4.5%)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또한 비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제주발전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협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간략히 검토하고
자 한다.

①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가치사슬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산방식을 나타
나게 한다. 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
할 수 있다.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시
장수요는 新산업의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다(Manyika et al, 201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러한 변화는 제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제주에게 4차 산업혁명은 제주의 경우 작은 시장규모와 도
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제공한다는데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디지털 기술이 원거리 입지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고립된 도서지역의 세계적 경제교
류 참여를 저해한 지리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Read, 2004). 이를 바탕으로 카리브해의 도서국가나 스페인의 카니리아
군도 지역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지역의 주요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
고 있으며(IC², 2000), 몰타나 키프로스와 같은 도서국가 역시 디지털기술
과 인공지능기술에 바탕을 둔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협소한 시장이라는 제주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도 도움을 줄 수 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Manyika et al, 201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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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생활과 경제판도를 바꿀 파괴적 기술의 하나로 클라우드 기술과
3D 프린팅을 꼽으면서, 이들이 재화의 가치체인과 세계적 공급체인을 변
화시키고, 규모경제의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아 제주에 들어설 수 없었던 생산시설 등의 제주입지가 가능해지
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성장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는 지역내 기술인프라 및 필요한 인적자본역량의 최소요구치(minimum
threshold )를 충족하여야하는데 이는 소규모 지역에서는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특히, 소규모 도서지역의 경우 인적자본 축적보다는 필요한 기
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데, 이는 높은 매몰비용(sunk
costs)과 단위당 이용비용이 높아 규모경제의 체증효과가 크다는 점에 기
인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상회하는 물리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함과 더불어 인적자본
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ad, 2004) 이러한 점에서
Schaffers(Schaffers et al., 2011)등은 IT산업이 제공하는 기회를 현실화하
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관련 인프라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로서
지역의 위상을 확립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바람직하
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청정’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은 그 영향이 기업이나 영리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슈
전반까지 확대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잠재력은 교통과 에너지 등
에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정책이 단일의
기술이나 전문화에 대한 투자를 넘어 다양한 기술의 협업과 협력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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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PwC, 2017b, 8쪽).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상업적 목적이나 단기적 성장을 위한 용도로써
만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스마트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의 회복
력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4차 산업혁명기술은 사회적·환
경적 문제의 해결에도 적용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PwC,
2017b, 7~8쪽). PwC(2017a)는 4차 산업혁명기술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
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청정 동력과 스마트 교통시스템, 자원순환
형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스마트 도시와 스마
트 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가치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표 7.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5대 분야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인공
지능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블록
체인
●

차세대 청정에너지 그리드

●

●

●

교통시스템의 전력화

●

●

●

자율
주행
차량

●
●

스마트 도로교통 그리드

●

●

●

스마트 토지이용 관리

●

●

●

●*

●

●

●

●

기술기반 도시계획 및 설계

●

첨단
소재

●

주 * : 드론
자료 : PwC, 2017b,

이는 청정을 중요한 지역발전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제주에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가령 제주도는 에너지정책 비전을 ‘Carbon Free
Island JEJU’로 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
친환경 전기차 도입, 전기차 보급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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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 절감,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
업혁명은 제주가 그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③ ‘공존’에 미치는 영향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숙련이나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연령
이나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은 디지털기
술 발달에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으나 고령의 저학력 노동력이나 빈곤층은
디지털 기술에 뒤쳐질 것이다. 전자의 계층은 현재의 직업에 관계없이 고
숙련을 요구하는 정신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후자의 계층은 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기술의 노후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고령
층은 더욱 불리한 여건에 처한다. 새로운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청년
층에 집중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 경험과 숙련의 노후화를 촉진할
것이며 이는 결국 고령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
로 청년층은 문제해결과 학습 및 속도가 중요한 직무에 강점이 있는 반면
고령층은 경험과 소통능력이 중요한 직무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전자의 청년층에 강점이 있
는 직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World Bank, 2016, 132쪽). 이와 관련하
여 세계노동기구(ILO, 2019, 10쪽)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공 지능, 자동화 및 로봇기술과 같은 기술적 진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그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취약한 사람들일 것이다. 현재의 기술은 내일의 직업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 습득 한 기술조차도 곧 노후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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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청정과 공존을 지역발전의 기치로 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
듯이 4차 산업혁명이 제주의 청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공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공존은 사회적 요인을 고
려한 자원의 배분이 아니라 공동 발전이나 공동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논의되는 포용성장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존, 즉 포용성장은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여 포용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는 생산성의 향상이 포
용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노동시장의 숙련도 향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력과
적응력 제고 등과 같은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이 모두가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신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성을 극복하고, 그 잠재력을 충분히 현실화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
제로 대두될 것이다.

4.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주의 대응방안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 및 제주발전 비전
4차 산업혁명이 지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주의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여건변화에 따른
유망산업은 통상적으로 지역 산업부문별 특화도나 집적도 및 성장률을 분
석을 통해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 (표 8)은 유망업종이나 우위업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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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제주 산업부문별 우위업종을 나
타낸 것이다.
표 8. 기존 분석기법에 의한 제주 산업부문별 우위업종 분석
특화도(LQ) 변화(2008년 대비 2018년)

전국 대비 성장률(2008~2018년)

음료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건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음료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1차 금속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지역 내 비중 증가(2008년 대비 2018년)

종사자 규모(2018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건설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가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주1) : 서술된 각 업종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도출된 해당 분석방법 내에서의 순위에 따른 것임
주2) : 사업체 종사자 보다 취업자가 중요한 농림수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 통계청(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08년 및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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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나타나듯이 성장률이나 제주 산업구조에서의 비중은 제조업
업종이 우위를 보이나 특화도와 종사자 규모는 서비스업 부문이 우위에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은 특화도나 성장률 및 종사
자 규모면에서 모두 다른 산업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앞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높은 종사자 증가를 기록한 부동
산업(그림 1 및 그림 2 참조)은 최근 특화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
직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 8]에서 중
요한 것은 어떤 분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어떤 산업이 우위를 기록하는지
다르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통계분석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편 제주연구원(2017, 30쪽)은 제주 산업의 성장을 산업구조 요인과
경쟁력 요인으로 구분하여 산업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서 나타나듯
이 전국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이 제주에서는 높은 성장
을 기록하는 반면 전국적으로는 성장하는 산업이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산업구조 요인 및 경쟁력 요인에 의한 제주 산업의 분류(2001~2015)
경쟁력 요인
+

산
업
구
조
요
인

+

(성장유망산업, 9개)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산업구조 우위산업, 1개)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

(경쟁력 우위산업, 4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열위산업, 2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자료 : 제주연구원, 2017, 30쪽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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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방식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주의 유망산
업 선정 기준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두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
째, 산업구조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통계분석을 통해 일
시적으로 유망한 산업도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의 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은 촉매기술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제주
에 필요하거나 제주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약점이
나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제주에서 성장하지 못하던 산업에게 4차 산업
혁명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제주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여 부각되지 못하였던 산업이 향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통계분석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결합한 제주연구원(2017)의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산업 도출은 현
실적이면서도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화도와 성장률 등의 정량적
분석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한 정성적 분석을 결합하여 제주연구원
(2017)에 제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주의 유망산업·기술 분야를 살펴보
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제주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 유망 산업·기술 분석 결과
구 분

구성 산업 및 기술

산업 후보군

스마트 농축수산업, 스마트 뷰티·향장산업, 전기차 전·후방 연관 산업,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관광산업, 스마트 웰니스/케어산업

기술 후보군

3D프린팅 기술,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료 : 제주연구원, 2017,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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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2017)의 유망산업 및 기술 도출 결과는 제주의 특화산업
이나 정책적 육성산업과 부합하며, 유망 기술후보군은 대부분 4차 산업혁
명 기술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개개의
선정 결과를 이 글에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산업
과 기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주에서 어떻
게 육성 또는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많은 지
방정부들은 이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
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에서 해당 기술을 직접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장
기간에 걸친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는 크게 3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
야에는 선발주자인 해외의 주요 대기업과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자
부품연구원(2018, 89쪽)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시장전망은 밝으나, 해외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가 존재
하며 대부분 공급기업들은 영세하여 자력성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대부분이 새로운 것임은 분명하나 이
를 개발하는 기업이 새로운 기업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토연구원(장철
순 외. 2017)이 한국기업데이터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
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사업체의 평균 설립연한은 약 9.6년이며 종
업원 수는 약 134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분야별로는 사물인터넷
분야 사업체의 설립연한이 약 15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가장 짧은 인공지
능·빅데이터 분야의 사업체들의 업력도 6.6년에 달한다. 또 종업원 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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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물인터넷 분야 사업체의 평균 고용인원이 약 145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 규모가 작은 로봇·드론이나 AR·VR 분야의 사업체들도 평균 종사자 규
모는 38인과 43인에 달하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
여, 그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기업도 신생기업은 아니며, 기
존 사업체가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표 11.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사업체의 특성
항목

3D프린팅

로봇·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R·VR

전체

설립연한(년)

7.7

9.9

6.6

15.0

7.8

9.6

종업원 수(명)

60.4

37.7

66.0

145.0

43.0

66.1

대지규모(㎡)

968

6,204

419

1,680

667

3,994

건물규모(㎡)

1,465

2,521

1,028

3,602

925

2,405

자료 : 장철순 외. 2017

셋째, 제주 창업생태계의 취약성이다. 세계적인 스타트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기술분야의 기업은 단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으나, 이는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승철(2019. 69쪽)이
지적하듯이 제주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책적 측면이나 자금조달 측면,
인적차원이나 시장측면에서 아직까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적자
원측면에서 숙련된 근로자가 없고 타지의 우수인재 유치여건이 부족하다
는 점은 신기술분야 스타트업 육성의 취약점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공간(거리)의 제약을 없앨 것이라는 지적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무 지
역에서나 개발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
문에 우수한 인재가 집결된 장소가 4차 산업혁명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보
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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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
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이들 기
술을 응용하여 기존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더불어 공공부문이 시장이 되어 이들 기술을 활용하
는 기업이 제주에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아이슬란드는 기술의 수용자(사용자)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아이슬란드가 채택하는 방식 등이 그 것이다. 예를 들어 도·소매 기업은 세
계적 기술개발과 보조를 맞추며, 신기술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
해 주요한 변화를 야기할 기술개발 또한 해외에서 오게 될 것이다(Government of
Ice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9, 49쪽)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유망산업의 선정과 육성은 신산업과 기
존 산업에 관계없이 제주의 산업육성 역량과 제주가 지향하는 미래라는 관
점에서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가 지향하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는 어떤 산업을 필요로 하는가? 크게 보면
청정과 공존이라는 두가지 가치는 상호연관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청정과 공존은 분명히 다르다. 청
정은 제주의 지역산업발전이 추구하여야 할 결과임과 동시에 제주의 지역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원천이 된다. 이에 비해 공존은 지역
산업발전이 추구해야 할 결과물에 보다 가깝다. 제주가 추구하는 청정이라
는 가치는 지역산업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청정이라는 가치가 깨끗
한 바다와 하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주의 미래 가치로서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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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과 자연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제주가 추진하는 스마트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및
스마트 도시 관련 산업은 청정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기초
라고 할 수 있다. 청정이라는 이미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기존 산
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생산성
의 향상, 가령 일자리와 소득의 증대는 또 다른 제주의 가치인 공존을 지원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관계를 간략히 표현한 것이다.

그림 5. 제주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관계
시장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관련산업

제주비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차량/교통
스마트 도시
스마트 소비
기타관련 부문

청정

스마트 농수산
스마트 관광/상품
스마트 식품
기능성 뷰티/향장
기타관련 부문

공존

기타 지원

산업
지원

시장
제공

4차 산업혁명 기술

제도
정비

산업
지원

중앙정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함과 동시에 제주의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
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제주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지역산업 육성의
전략이자 종착지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산업·혁신생태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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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의 산업생태계에 대해서는 이미 제주
연구원(2017)이나 한승철(2019)의 연구 등에서 잘 검토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① 지역발전의 원천으로서 지역의 활력과 아름다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발전에는 우수인재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지역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대도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대도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중소
도시가 모든 기회를 빼앗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행된 한 연구
(Carlino1 & Saiz, 2018)는 아름다운 도시, 장소의 아름다움이 인재를 견인
하고,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름다운 장소는 그
자체로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창조계층으로 널리 알려진 R. Florida는 이를 도시의 미적 프리미엄
(urban beauty premium)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체로서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수려한 공원과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중소도시도 젊은 인재의 집적
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3 이는 우수인재의 유치와 기업의 유치에 있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이나 제주가 추구하는 청정이
라는 가치가 지역의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삶에 대한 가치관
의 변화, 즉 경제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만족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경향
이 증가할 수 록 제주의 가치는 증가할 것이다.
3

Richard Florida, 2019, The Beauty Premium: How Urban Beauty Affects Cities’ Economic Growth (https://
www.citylab.com/life/2019/05/beautiful-cities-economic-growth-data-beauty-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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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틈새시장과 브랜드화
제주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4차 산
업혁명이 강조하는 무형의 재화 또한 그러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진
보를 통해 경제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틈새(niche) 제품과 서비스를 브랜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Baldacchino, 2010, 61쪽).
제주의 자연경관, 제주의 문화 등 제주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는 노
력은 과거보다 미래에 더 중요할 수 있다. 제주가 가진 자원의 브랜드화는
반드시 애향심 높고 제주를 잘 아는 기존 도민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
니다. 카리브해 지역의 기업성장에 관한 한 연구(Minto-Coy et al., 2018,
933쪽)는 집단 이주민(diaspora)이 지역이 가진 매력을 발굴하여 브랜드
화하고 상품화하는 데는 더 뛰어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미 익숙한 사
람의 눈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에 지역자원의 가치가 더 객관적으
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교육
지역 자원의 브랜드화는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다. 이는 전략적 분석역량을 지닌 기업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Williams와
Ramdani(2018, 1023쪽)는 카리브해 지역의 중소기업의 번영에는 기업인
의 전략적 리더십 역량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 제품과 사업운영에 대한
긴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 내 (예비) 기업인간의 교류
와 협력은 기업인의 전략적 접근 역량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제주는 전통적으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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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다. 최근 창업과 기업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
은 경우 이는 청년창업과 관련되어 있다(OECD/EU, 2019, 32쪽).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창
업지원 대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제주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나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나 여성기업 등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소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로 보고 그들이 지닌 기업가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UNDP 2018(2018, 33쪽)은 여성 인
력은 교육이나 헬스케어 등 부문뿐만 아니라 제주의 핵심산업인 관광분야
의 기업경영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e-commerce) 등에 있어서도 강점을 지닌다
고 지적하고 있다.

④ 시장(市場)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와 같이 크지 않은 도서지역에서 새로운 산업분야를 육성하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흔히들 에스토니아를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 말한
다. 2018년 현재 에스토니아에는 550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3763인을 고용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짧은 독립역사와 작은 인구규모를 볼 때 이는 결
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서 중요한 것은 활발한 스타트업에는
정부기능의 디지털화를 통한 시장의 제공이 중요하였다는 점이다. 시장으
로서 정부의 역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육성 전략과 관련하여 몰타 정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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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규모나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와 공공부문은 몰타
전역에 걸쳐 AI의 개발과 응용 및 그 적용을 주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도약
을 촉진하는데 있어 핵심역할을 하여야 한다(Financial Services, Digital Economy &
Innovation, 2019, 26쪽)

제주가 지향하는 ‘Carbon Free Island’ 등 다양한 공공정책은 4차 산
업혁명 기술을 응용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기
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기술분야의 많은 창업기업들은 시장진출에
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역 내 공공기관은 신기술과
신제품의 시장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관련 기업과 (예비) 기업인의 육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육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도서지역이라는 점에서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
해 특별하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볼 때 소규모 도서지역
이라는 사실이 제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제주의 빠른 발
전이나 다른 소규모 도서국가의 발전경험은 섬이라는 사실, 인구 70만에
못 미치는 작은 지역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지역의 발전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나마 존재하는 소규모
도서지역에서의 산업발전의 불편함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것이
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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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는 작은 국가이다. 따라서 다른 큰 나라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기에 용이하다(Government of Ice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9,
49쪽)

그러나 지역발전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은 기회이자 위협요인이다. 기
회를 현실화하고 위협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중
요한 임무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변화를 지역의 역량과 지역이
바라는 미래 가치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는 4차 산업혁명이 내포하는 사회적 우려를 극복하
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생산성의 향상과 포용성장이 동시에 가능함을 세
계에 보여주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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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주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국가 목록(그림 3 및 그림 4 관련)
국가명
Barbados

취업자 수

인구
(2017년 기준)

명

286,233

133,000

1인당 GDP
비고

기준년도 US$(당해년) 기준년도
2016

17,432

2017

SIDS
SIDS

Belize

375,769

149,157

2017

4,888

2017

Brunei Darussalam

424,473

186,886

2017

28,572

2017

63,382

38,900

2015

81,125

2017

4,949,954

2,051,237

2017

11,753

2017

Cayman Islands
Costa Rica
Cyprus

1,179,680

379,622

2017

25,761

2017

Denmark

5,764,980

2,816,139

2017

57,141

2017

Dominican Republic

SIDS

10,513,131

4,382,096

2017

7,609

2017

SIDS

Fiji

877,459

327,065

2016

6,101

2017

SIDS

Guyana

775,221

270,998

2017

4,586

2017

SIDS

Hong Kong SAR, China

7,391,700

3,787,100

2016

46,226

2017

Iceland

343,400

193,775

2017

71,315

2017

Ireland

4,807,388

2,192,749

2017

69,650

2017

83,598

41,636

2016

80,989

2017

Macao SAR, China

622,585

385,500

2017

81,517

2017

Maldives

496,402

142,274

2016

9,541

2017

Isle of Man

Malta

467,999

220,198

2017

27,284

2017

Mauritius

1,264,613

545,054

2017

10,485

2017

New Zealand

4,793,900

2,356,300

2015

42,260

2017

Panama

4,106,771

1,784,774

2017

15,166

2017

Samoa

195,352

41,142

2017

4,258

2017

SIDS

SIDS

SIDS

San Marino

33,671

20,307

2016

48,495

2017

Seychelles

95,843

46,897

2017

15,684

2017

Singapore

5,612,253

3,714,700

2018

60,298

2017

SIDS

Timor-Leste

1,243,261

462,525

2016

2,001

2017

SIDS

11,370

4,060

2016

3,573

2017

SIDS

Tuvalu

SIDS

주 : SIDS는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를 의미
자료 : 세계노동기구 통계 DB(ILO STAT) 및 세계은행 데이터센터(World Bank Dat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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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지속가능성과 물(지하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남칠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1.

물 부족의 시대 - 공평하지 않은 자원 (unequitable resource)

2.

제주의 물 - 어제

3. 제주의 물 - 오늘
4. 제주의 물 - 내일

제주도에서 물은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된다;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섬 곳곳에서 지하로부터 나와 흐르는 샘물인 용천수, 몬순 기후의 영향으
로 주기적으로 폭탄처럼 쏟아지는 홍수, 청정수자원으로 제주도를 대표하
는 ‘삼다수’, 각종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농업용 관정지하수와 수산물 양
식에 중요한 염지하수 등. 이렇게 다양한 제주의 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되
고 흐르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인식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보아왔던 그 물이기에. 과거에도 (경험적으로)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니까,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경험에 근거한 ‘물’에 대한 개념들이 틀리다고, 미래에
는 현재와 같은 물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나아가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물
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원한다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던 그 물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에 물이 없다
면??? 이러한 질문은 막연히 과학적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제부
터 오늘까지 제주도에서 살아온 제주 사람의 입장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전
문가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

『과거 제주는 물이 매우 귀했던 섬이었습니다. … (중략) 해안가의 용천
수를 따라서 제주의 마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유일한
식수원인 용천수를 스스로 관리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나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급속한 도시화로 해안저지대의 용천수
는 용출량이 감소되고, 일부는 고갈되었으며, 수질 또한 악화되면서 용
천수가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략) 』 (박원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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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주도에서의 물의 존재 상태와 양적 순환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 종합계획(2018)

1. 물 부족의 시대 - 공평하지 않은 자원 (unequitable resource)
지구 역사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5억~50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지구
가 긴 시간 동안 태양계에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면서, 자체 내부에서는
수많은 화산폭발과 지각변동 과정에 대륙이 합쳐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며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었다. 이러한 변화를 사람들은 자연적(natural)
이라고 받아들이며, 오늘도 이 변화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지구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
장하여, 지구 전역에서 생존의 필수 요소인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 흩
어져 살아왔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사람과 물의 존재 순서
는 물이 먼저 있었고,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람들
이 특정 지역에 자리를 잡아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물’ 환경에도 변화가 발
생하게 된다. 물은 사람들에게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
속가능성을 논할 때에는 이러한 물의 지속가능성이 우선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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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지하수를 주요 상수원으로 사
용하고 있으며, 50% 이상의 농업용수로 지하수가 사용된다 (Famiglietti,
2014). 지하수는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마치 은행금고처럼 어려운 시
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주는 전략적인 물 저장소 역할을 하
기도 한다.

그림 2. 2025년 1인당 가용 담수자원량의 예측 분포

(그림 2)는 지구상의 물의 분포,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기준으로 1인
당 가용한 담수자원의 양을 2025년을 기준으로 예측한 도면이다(WWAP,
2015). 이 그림은 첫째로, 물은 지구상에서 전 지역에 고르게(evenly) 분포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람들이 조절할 수 없는 지구의 공전
과 자전, 지구 내부의 지구조적 운동 등으로 형성된 기후현상이 주요 원인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 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은 지역적으로
공평하지 않은(unequitable) 자원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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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자연적인 기후와 그에 따라 생성된 물의 특성(양·
질의 시간적·공간적 분포와 변화)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속가능성을 찾
아야 한다.
이 그림의 중요한 의미로 두 번째는, 물이 깨끗하고 충분한 지역의 사
람들은 물에 대한 염려가 없겠지만, 물이 양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수질
이 오염되어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물
안보(water security)에 정략적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1999년 2월 8
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유네스
코 및 세계기상기구는 “현재 물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는 25개국이지
만, 2025년에는 34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2050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13～20%가 식수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http://www.gdrc.
org/uem/water/water- crisis.html). 부족한 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게 사용하거나, 한 번 사용한 물을 처리해서 재활용하거나, 외부에서 물
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경제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주변국과의 무력충돌을 통해서라
도 자국의 물 안보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0세기의 자원
전쟁이 주로 ‘석유’ 때문이었다면, 다음 세기는 ‘물’이 재앙의 씨앗이 될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해왔다.
UNESCO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 정도의 대수층에서 과잉양
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8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 지역에서 살
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나아가 물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지면서, 이는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한 난민이 발생하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WWAP, 2015).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지역에서는 이러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무기화하여 지역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용하기 위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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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UN 사무차장이었던 Eliasson(2015)은 국가
간 물 외교(hydro-diplomacy)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148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하천 유역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1820년부터 1992년 사이에 450개 이상의 물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
되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물에 관한 충돌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통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외교와 경제 및 과학적 연구가 필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물은 충돌의 원인이 아니라, 협력의 시발점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물의 이용에는 적절한 수질을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러나 오염이 발생하여 사용에 부적절한 수질이 보이는 물은, 아무리 많다
고 하여도 이용가능한 수자원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과거부터 농업
이 발달하였고 상수원으로 지하수를 주로 사용해 온 유럽에서는 지하수
질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여러 나라가 동일한 하천 유역
(river basin)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상 유럽연합(EU)에서는 하천
유역지구(River Basin Districts; RBD)를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수질보
호 프로그램으로 물 관리 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
여 실행하고 있다.
특별히 농업에 많이 사용되는 비료와 축산분뇨에서 유래하는 질산염
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지침(Nitrate Directive)을 물 관리지침
의 일부로 1991년부터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European Union, 2010).
이 지침에서는 질산염 오염에 대한 취약지역(nitrate vulnerable zone;
NVZ)을 지정하고,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활동을 할 때 수행해야 할 모니터
링, 자료 보고 등 실질적인 실행 계획(action programme)을 명시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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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동일한 지침으로 지하수를 보호하도록 하고 4년 주기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4월 EU 집행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그림 3: EU
Commission, 2018), 2012~2015년 기간 중 지하수 관측소의 13.2%에
서 질산염 농도가 먹는물 기준치(50 mg/L-NO3)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2004~2007년도 기간의 15%와 2008~2011년도 기간의 14.4%보다 오염도
가 다소 낮아졌고, 관측소의 74%에서 지하수질이 안정되거나 개선되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수질개선 효과는 질산염 관리지침의 적용효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직 26% 관측소에서는 지하수질 악화현상이 확인되
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실행 계획에 NVZ 확대와 비료사용량 제한 등 부분
적으로 보다 엄격하게 실행계획에 따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한다.

그림 3. EU 28개 회원국 지하수의 연평균 질산염 발생빈도
100%
90%

Sampling points (%)

80%
70%
60%
50%
40%
30%
20%

≥ 50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8

344

EU28

UK

SI

SK

SE

RO

PL

25-40

PT

NL

LV

40-50

MT

LU

IT

LT

IE

HR

HU

FI

FR

EL

ES

EE

DE

DK

CY

CZ

BG

AT

0%

BE

10%

< 25 mg nitrate per L

2. 제주의 물 - 어제
제주 물의 역사는 용천수로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의 해안, 중산간 및 산악
지역에서 강수로부터 함양된 지하수가 불투수성 지층을 만나 암석의 틈을
따라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물, 용천수는 1980년대 이전까지 제주인의 식
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담당하는 생명수였다(제주도, 1999).

그림 4. 제주 용천수의 모습 (사진 자료 : 박원배 외(2016))

제주도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부차원의 수원개발 사업이 진행되었
다. 1971년 최초로 어승생 저수지가 건설되고, 1972년부터는 지하수 관정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79년까지 124개소의 지하수관정이 개
발되면서, 제주도에서도 ‘물 허벅’으로 용천수를 길어다 이용하던 물 문화
가 상수도로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8년에는 제주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99.9%가 되면서 물 이용에 대해서는 편리함이 극대화 되었으나
(제주도, 1999), 이후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와 함께 하던 용천수에 대한 관
심이 낮아지면서 심지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용천을 배출하던 지점들이 매
립, 훼손, 파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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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에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행
정기관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지하수 관정개발이 숙박시설, 목욕탕, 농업
용 등 개인 용도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
행되기 전에 이미 3800여개의 관정이 개발되었으며, 2017년에는 담수 지
하수개발 관정이 총 4800여 개로 증가하였고, 해안지역의 염지하수 취수
공 1295개소를 포함한다면 이미 6100여 개소에서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
다 (표 1).

표 1. 제주도의 지하수 개발현황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샘물
제조용

공 수

4,818

1,432

3,231

148

7

허가량

1,579

642

906

27

4

구 분

계

주 : 단위는 공, 1000m3/일이며, 염지하수 1295공 854만1000t/일, 조사관측용 175공 제외

이와 같은 제주도의 수자원 부존량과 이용량을 정리해 보면, 제주
도의 총 수자원 시설용량은 6억2800만㎥/년으로, 이 중에서 지하수가
90.5%이고 용천수가 7.6%로, 지하수와 용천수를 합하면 제주도 총 수자원
의 98%에 달한다(제주도, 2019a). 따라서 제주도의 지속가능성과 물의 관
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90%를 차지하는 지하수를 정확히 이해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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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주도 수자원의 개발·이용 현황과 수자원 부존량
총 수자원시설용량

6억 2800만㎥/년

지하수 90.5%,
용천수 7.6%, 기타 1.9%

이용량

2억 9900만㎥/년

지하수 81(243)%,
용천수 14%, 기타 5%

수문총량

39억 5200만㎥/년

연평균 강수량 2,162㎜

증발산량

13억 7900만㎥/년

강수량의 34.9%

직접유출량

9억 7000만㎥/년

강수량의 24.5%

지하수 함양량

16억400만㎥/년

강수량의 40.6%

지속이용가능량

6억5 200만㎥/년
(=178만 6000㎥/일)

함양량의 40.6%;

5억7600 ㎥/년
(=157만 9000㎥/일)

지속이용 가능량의 88.4%
*염지하수 854만 1000㎥/일은
포함되지 않음

수자원 개발·이용 현황*

수자원 부존량**

지하수 취수 허가량***

* 수자원 개발·이용 현황은 2017년 기준
** 수자원 부존량은 1998~2017(20년간) 조사·관측 자료 활용 (제주도, 2019)
*** 염지하수 1295공 854만 1000t m3/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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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의 물 - 오늘
지하수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담수원이며, 농업활동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식량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농업지역들에
서 이미 지하수의 양수량이 강수나 하천으로부터의 유입량을 초과하여 심
각한 지하수위의 하강과 저장량의 손실 등이 발생한다. 지하수위가 하강하
면, 하천으로의 지하수 배출량이 감소하고 결국에는 하천이 고갈되어 생태
계가 파괴되는 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de Graaf et al., 2019).

지하수위 하강과 수량 감소
‘지하수기초조사 보고서(환경부, 2018)’에서, 제주도의 지하수위 변동
양상이 2001~2011년에는 하강, 증가, 유지추세가 고르게 나타났으나, 2012
년 이후에는 지하수위 자동관측정 136개소 자료에서도 모든 유역의 지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이러한 현상은 지하
수 취수공이 위치하는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지하수 흐름계의 최하단부에
서부터 발생한 수량의 감소가 지하수계 전체 영역에 지하수위의 하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지하수위가 하강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국지적
으로 발달된 불투수층 상부로 유동하던 지하수가 지표로 용출되는, ‘용천
수’이다. 제주도에서 광역적인 지하수위의 하강은 해안지역보다는 내륙지
역의 용천수 고갈을 유발한다. ‘제주도의 용천수 관리 보고서(박원배 외,
2016)’에 의하면, 용천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025 개소의 용천수
가운데 56%인 661 개소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직도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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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생활용, 농업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에서 고갈되거
나 용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용천수가 227개소로 보고되었다.
(표 2)(제주도, 2019a)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 내 지하수 함양량은 16
억 400만m3/년으로 연평균 강수량의 40.6%이고,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양은 함양량의 40.6%인 6억 5200만m3/년 (=178만 6000m3/
일) 이다. 이 지속가능이용량 중에서 88.4%인 157만 9000m3/일은 취수허
가가 발급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지하수의 연평균 함양량의 약 36%에 대
하여 취수허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제주도 전역에서 하강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째는 강수량의 감소로 인해 지하수 함양량이 낮아지면서 자연적으로 지하
수위가 하강하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위 통계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
수의 배출(기저유출을 통한 자연배수량 + 인위적 취수량)로 인한 저장량
의 감소이다.
먼저, (표 3)은 제주도 강수량에 대한 2012년부터 2017년의 기록을 보
여준다. 지하수의 기원이 되는 강수량의 경우, 제주도의 연강수량은 상당
한 변동을 보인다. 제주도의 통계자료에서 보이듯이 2012년부터 2017년까
지의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강수량은 2012년 2474mm 이고 가장 적은 양은
이듬해인 2013년 972mm 이다. 총량의 변화에서 2.5배의 변동이 발생했다.
2015년 2173mm 의 강수량이 2017년에는 1053mm 로 50%나 적게 왔다. 고기
원 외(2014)에 의하면, 1931년 이후 2010년까지 10년 단위 강수량의 평균값
이 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 지하수
위의 전반적인 하강추세는, 함양량의 감소가 아닌, 지하수 배출량의 증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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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주도 강수량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도

2,474.6

972.7

2,018.3

2,173.2

1,810.5

1053.7

제 주

2,248.3

859.1

1,563.4

1,728.3

1,416.4

773.3

서귀포

2,700.8

1,086.6

2,473.2

2,618.1

2,204.5

1334.0

성 산

2,458.4

1,364.0

2,240.9

2,542.2

2,255.9

1917.7

고 산

1,418.1

697.1

1,271.6

1,546.4

1,293.1

861.3

주 : 강수의 단위는 mm, 제주도는 제주와 서귀포의 평균값
자료 : 제주도 2018 행정통계자료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지하수위의 하강현상을 지하수의 배출에 의한
저수량 감소의 기작으로 설명하려면, 지하수를 개발하기 이전과 이후의 지
하수위 변동과 흐름에 따른 지하수계 변화 개념(de Graaf et al., 2019)을
적용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의 지표수를 해수로 보면
된다).

그림 5.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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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a)는 지하수 개발 이전의 지하수계와 지하수 흐름을 보여
준다. 제주도로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이
전 1970년대 지하수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기저유출 형태로 흐르며 국
지적인 매질의 불투수성으로 인해 용출수가 산출되고, 해안지역 하부에
서는 대수층 내에 담수와 해수가 밀도차에 의한 자연적인 균형이 이루어
진 상태이다.
(b)는 지하수 개발의 초기 단계로, 취수정 인근에서 지하수위의 하강
이 발생하고, 기저유출을 통해 하류지역으로 내려가던 지하수의 자연배출
량이 감소한다. 제주도에서는 19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지하수의 개발
이 시작되면서 저지대로의 지하수 유출량이 감소되고, 취수공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며, 주변 지역의 용출수들도 마르
기 시작한다.
(c)는 이후의 지속적인 지하수 개발과 양수로 인해 지하수위 하강의
영향지역이 상류부로 확대되고, 취수정 인근 대수층의 저장량이 감소하며,
주변 하천·해양으로 유출되던 지하수의 흐름방향이 역전된다. 결과적으로
하천 유량이 감소하여 이득하천에서 손실하천으로 변형되고, 해안지역에
서는 해수의 육상 대수층으로의 침투가 진행된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
대 이후 제주도 전역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지하수 개발로 인해 상류지역
으로의 지하수위 하강이 확대되고, 더 많은 용출수들이 고갈되며, 해안지역
대수층에서는 해수의 유입(해수 침투현상)이 발생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담수가 해수와 혼합되어 염도가 높은 염지하수로 변화된다.
(d)는 지속적 지하수위 하강에 의해 지하수와 하천수가 완전히 분리
되는 상태이며, 이때는 하천수가 고갈되어 비가 올 시기에만 잠시 하천에
유출이 일어나고, 그 외 시기에는 하천이 고갈된 상태를 의미한다. 해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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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상당한 해수 침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이러한 지하수계의 변동과정을 보면, 지하수를 취수하지 않는
상태(자연 상태)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을 시작하게 되면, 지하수위의 하강
과 지하수계의 변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
하수위 하강과 대수층 내 지하수 저장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수층으로부터의 개발량과 대수층으로 충진되는 함양량의 균형을 찾아
야 한다. 이러한 유입량과 유출량의 균형(balance)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
‘지속이용가능량’이라는 개념이다.
전술한 (표 2)에 보면, 제주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함
양량의 약 40% 만을 지속이용가능량으로 산정하여 지하수의 과잉양수에
의한 수위하강과 해수침투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렇게 지하수위의 하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규
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제주도에서 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장마철이 오면 삼사방에서 물구멍이 터지면서 물이 계속 나
왔어요… (중략) 사람들이 “구멍 터졌구나!” 했어요』 (박원배. 2018).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수량으로서 계상되지 않는 지하수는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
취수량은 염지하수의 이용량이다. 취수허가량 통계자료(표 1)에서 염지하
수 854만 1000m3/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표시되었다. 이는 염지하수가
일반적인 지하수의 담수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수자원의 양에 포
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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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염지하수(saline groundwater)’는 기저지하수체 하부에
존재하며, 담수와 염수의 혼합대에 속하는 저염지하수와 해수와 거의 동일
한 염분함량을 갖는 염지하수로 구분하고 있고, 1980년대 초부터 육상수
조식 양식장이나 수족관 및 해수사우나 등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염지하
수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염분농도와 수온, 막대한 수량으로 활용가치가 높
다고 판단되고 있다 (고기원 외, 2017).
기존에 발표된 제주도 지하수의 생성과 유동과정(고기원 외, 2017)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땅속으로 침투한 강수는 용암류에 발달한 절리와
클링커층 등의 투수층을 따라 이동을 계속하여 비포화대를 거쳐 해수면 아
래 깊숙한 곳으로 스며든다. 일부는 수직방향으로 침투하여 서귀포층과 U
층을 거쳐 기반암이 있는 훨씬 더 깊은 지하 심부로 이동하여 기반암지하
수(또는 심부지하수)로 부존하고, 일부는 해안 방향으로 수직·수평 이동하
여 해안가의 지층 틈을 통해 용천수로 유출되거나, 해저의 지층 경계면을
따라 해수와 혼합되는 순환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지하수의 흐름과 순환 체계를 본다면, 염지하수는 기저지하수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염지하수의 염분이 수력학적 분산 기
작에 따라 담수와의 혼합에 의해 생성된 혼합대의 저염지하수로도 명확히
입증된다 (송성준 외, 2007).
나아가, 염지하수의 취수는, 지표에서 발생하는 강수의 지하수 함양
량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염지하수 취수정 인근의 기저지하수를 염지하
수로 끌어가서 혼합시키는 유도 흐름(induced flow)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지하수 흐름의 변화는 전반적인 담수성 기저지하수의 양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송성준 외(2007)에 의하면 담수 기저지하수 하부의 염지하수는 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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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해수의 혼합으로 발생하였고, 물 안정동위원소비와 화학적 성분분석에
의하면 혼합률은 34~51%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이미 염지하수
에는 최대 50% 정도의 담지하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염지하수의
취수는 담지하수의 양도 그와 비례하여 감소됨을 의미한다.

그림 6. 해안지역 지하수 취수에 의한 해수 침입과 지하수위 하강 현상

자료 : USGS https://pubs.usgs.gov/gip/gw/intrusion.html

(그림 5c) 에 설명된 현상이 해안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자세히 보
면 (그림 6)과 같다. 즉, 해안지역의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
는 해수침입 현상이 그림과 같이 발생하게 된다. 해안 대수층에서 고지대
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성 지하수가 고염분을 지닌 해수와 만나는 지점에서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한 경계(혼합대)가 형성된다. 이때 담지하수 취수를 통
해 담수를 배출하게 되면 염수와 평형을 이루던 담수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 경계면이 내륙 쪽으로 이동하는 자연적인 현상(해수 침투)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담수 지하수면이 낮아지고 대수층의 저장량이 감소하며, 염지
하수는 내륙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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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담수 지하수체가 염수 지하
수체 상부에 렌즈 형태로 놓이게 되며, 담수 지하수위의 하강은 담지하수
체의 전체적인 양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즉, 해안 지역의 대수층에서 염
수와 담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담수의 양이 감소되면 그만큼 해수가
내륙으로 밀고 들어오는 현상(해수 침투)으로 인해 해안지역에서는 지하
수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륙지역에서는 담
수체의 손실이 지하수면의 하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염지하수의 취수
로 인해 기저지하수를 포함하는 담수 지하수층의 두께는 지속적으로 얇아
지게 되는데, 이는 내륙 지역 지하수위의 하강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
인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염지하수의 생성에 기여하는 기저지하수는
담수 지하수체의 저장량 손실을 초래하여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발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보자. 제주도에서 산출한 자료
에서 염지하수 854만 1000m3/일의 개발량 중에서 50% (약 425만m3/일)
정도가 담수 지하수에서 공급되는 양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취수허가된 담
수 지하수 (157만 9000m3/일)와 합하면 이미 580만m3/일 정도가 되며, 이
미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지속가능이용량인 176만 8000m3/일의
320% 정도의 담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주도 지하
수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
한 영향이 2045년을 향한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하수의 총량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저장량의 손실과 지하수위의 감
소는, 제주도의 기후 특성에 의한 공간적 변화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된다.
전술한 강수량의 시공간적 변동표(표 3)에서 제시된 자료들은, 연평균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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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기상관측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4개 지역(제주, 서귀포, 성산, 고산)
으로 구분해 본다면, 이들 지역에서의 연평균 강수량도 큰 차이를 보인다.
2017년 제주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773mm로, 서귀포 1334mm의 60%, 성
산 1917mm의 40%에 불과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제시된 시간 자료에
서도 지속적으로 동부 성산과 남부 서귀포 지역이 북부와 서부 지역에 비
하여 항상 높은 강수량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강수량의 지역적 큰 차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고기원 외. 2014), 그
영향이 당연히 지하수 함양량에도 반영된다.
환경부(2018)에 의하면, 가용한 수자원의 총량에서도 남부>동부>북
부 >서부의 순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대정, 한림, 한경을 포함하는 서부 지
역은 남원, 서귀, 안덕을 아우르는 남부지역에 비하여 43%에 불과하며, 수
리지질학적 함양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이용가능량은 39%에 불
과하다. 그러나 현재 지하수 이용량은 오히려 북부>서부>남부>동부의 순
서로 높다. 즉, 상대적으로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량이 적은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남부와 동부 지역에 비하여 더 많은 양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
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들 북부와 서부지역에서의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성에 더 큰 위해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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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주도 강수량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단위:100만m3/년)
수자원총량

함양량

지속이용
가능량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이용가능량

지하수
이용량

3,952

1,603

690

652

243.2

합계
북부

애월, 동제주, 중제주,
서제주, 조천

986

354

153

144

87.1

동부

구좌, 성산, 표선

1,116

465

210

199

36.6

남부

남원, 동서귀, 중서귀,
서서귀, 안덕

1,297

583

236

223

56.2

서부

대정, 한경, 한림

552

201

91

86

63.3

자료 : 제주지역 지하수 기초조사(보완)보고서 (환경부, 2018)

이러한 지속이용가능량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담
수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가능량에도 지역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지하수자원의 취수허가와 관리 등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수질 악화와 오염
제주도 지하수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축은 수질의 안전성이
다. 이미 제주도의 지하수는 ‘삼다수’라는 브랜드의 영향으로 청정수의 이
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지적이지만 지하수의 오염현상이 여기저기
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주도(2019b)에서도 전반적인 수질개
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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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주도 내 지하수 잠재오염원 분포도와 고도별 수문총량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 종합계획(2018)

이 연구 결과, 제주도 내에 분포하는 지하수 잠재오염원 중 정확한 위
치파악이 가능한 점오염원(point sources)은 1만 5138개소이며, 이 중 지
하수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오염원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1279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만 58개소, 폐수배출시설이 563개소 등으로 보고하
였다 (그림 7). 더불어 지표면 유출수와 같이 배출지점이 없는 비특정 오염
원과 농경지, 골프장 등의 광범위한 면적으로 표시되는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 대한 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 비료사용 등으로 지하수
주 오염원이 되고 있는 농경지는 대부분 해발 200m 이하 지역에 분포하
고 있었다. 이들에 의한 지하수 오염현상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오윤근과 현익현, 1997; 송영철 외, 1999; 우남칠 외, 2001; 정성욱
외, 2004).
이러한 잠재오염원의 분포는, 제주도 지하수의 근원인 강수에 의해
평가된 수문총량의 45%가 해발고도 200m 이하 지역에서 생성되고 있어
서, 이들 잠재오염원이 청정 지하수의 양적 지속가능성의 상당한 위해인자
(risk factor)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 내 주요 가축종인 돼지는
2017년 기준으로 55만 7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전체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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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부 지역인 한림, 한경, 대정 3개 읍면에서 차지한다. 이러한 서부지역
의 집중도는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축산분뇨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대
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지역에서 청정수질을
유지하는 지하수의 양적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제주의 물 - 내일
지구상에서 지하수 대수층은 약 20억 명 이상의 인류에게 주요 상수원
인 지하수를 공급한다.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물 수요는 55%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인구의 증가, 도시화, 식량과 에너지 안보
정책, 세계화와 대량 소비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WWAP, 2015). 지하수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적절한 규
제가 없다면 과잉 양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지하수위를 낮추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며, 나아가 이용자들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림 8. NASA의 GRACE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에 의한 지하수 고갈영
역 분포 (좌로부터 2002, 2008, 2014)

자료 : Nature Geoscience, 2016

359

(그림 8)에 보이듯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새크라멘토와 산 요아킨
유역에서는 2011년 이후로 매년 150억t의 물이 손실되고 있는데, 이는 캘
리포니아 3800만 전 주민이 사용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다. 이 손실량의
절반 이상이 지하수의 과잉 양수에 의한 것이다 (Famiglietti, 2014).
지하수의 과잉양수는 낮아진 지하수위 보다 더 깊은 심부 관정을 개
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초월하여 수질 악화 문제뿐만 아니라, 개
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야기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농부들이 낮아진 수위로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더 깊은 관정을 개발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
웃의 관정에서 수위가 떨어지면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http://nyti.
ms/1KJlpTW). 따라서 물 관리에 대하여 해외 전문가들은 몇 가지의 원칙
을 제시하여 왔다.

첫째는, 관리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다.
지하수는 인간의 시간 규모(human time-scale)에서는 재생불가능한
(non-renewable) 자원이다. 이들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며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원한다면,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지하수위와 수질에 대하여 50년
또는 100년 이렇게 세대를 넘는 목표치(multi-generational goals)를 세워
관리하여야 한다 (Glesson et al., 2010).

둘째는 행동과 모니터링이다.
2012년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UN Conference (Rio+20)에서 도출된
‘The Future We Want’에서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이다”라고 하였
지만, 동시에 개발과 경제 발전은 그 자체로 인류와 자연의 물 안보(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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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식량과 에너지 및 다른 목적
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물의 양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을
정확히 결정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불확실성
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inaction)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물-에너지-식량
(water-energy-food nexus)이 긴밀하게 연관된 사회 구조에서 지하수의
고갈은 식량과 에너지 공급의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물가에 영향을 미쳐
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참여를 통한 관리(participatory management)이다.
UN은 ‘Vision 2050: Water in a Sustainable World (WWAP, 2015)’ 에서
지속가능한 세상에서의 물 자원은 인류의 복지와 생태계의 건전성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물은 정책결정자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
역 주민들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리(governance)가 수행되어
야 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물 관리(water management)는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과 결정
권자 및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그 책임을 나눌 수 있어야 하며, 나아
가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물
의 가격(water price)과 허가권(permit)을 공평하게 설정(equitable pricing)
하면, 과다개발과 양수를 피하고 물의 재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높여, 결과적
으로 지속가능한 물 안보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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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물(수자원)에 대해서 지
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
는 함양량과 이용량의 균형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청정수질의
수자원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서 제시한 해외 전문가들의 원
칙과 함께 제주도에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면 어
떤 조직이든 잘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말은 충분한 인재가 있음
을 전제한다. 제주도의 물 - 지하수,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미
지속가능성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지만, 시간적·공간적 변화로 인해 적절
한 관리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다양한 산업과 인위적 활동에 의해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그 영향이 현재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세대
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의 유일한
상수원인 지하수를 조사, 분석, 모니터링, 해석, 정보화,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할, 인재가 있어야 한다.
제주연구원(박원배와 이석희, 2016)의 연구에서, 이미 이러한 지하수
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술인력의 필요성을 구체화하
고 2030년 기준 360명을 제시하였으며, 필요한 분야와 산업과의 연계 및
인재개발 거버넌스까지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였다. 문제를 알고서도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대응(inaction)은 오늘도 지하에서 쉼 없이 흐
르고 있는 지하수의 양적, 질적 황폐화를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미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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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맑고 풍부한 제주도 청정수에 대한 현재 세대
의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제주 청정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

둘째로는, 지하수에 대한 제주도 민(民)과 관(官)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2045년에 바라보는 제주도의 물, 지하수는 오늘 바라보는 물과는 양과 질
에서 풍부하고 청정한 수자원의 보고가 아닐 수 있다. 즉, 오늘 사용하는 지
하수의 양과 수질을 미래 세대도 동일하게 누릴 수 없을 것이다.
Erostate et al.(2018)은 지하수의 질산염 오염현상은 그 지역에서 과
거 수 십년 동안 이루어진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 결과가 현 시
점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오염 발생 활동들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수질오염에 대한 경고임을 인
지해야 한다고 한다. 오늘, 제주도에서 보이는 문제는 오염을 유발하는 이
러한 행위들이 과거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닌 가장 훌륭한 문화 내지 사회적 정서로 정(情)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도민들은 육지보다는 상
대적으로 형님-동생, 삼촌-조카의 관계가 심리적으로 깊게 배어있다. 이러
한 정(情)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관계는 누군가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
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유발 행
위를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지하수 오염의 문제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앞으로도 계
속해서 이러한 수질 오염문제가 발생할텐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
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뿐 아니라 지하수의 양과 질에 영향

363

을 미치는 활동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산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규제는 ‘사전주의원칙(The Precaut
ionary Principle)’을 기반으로 한다(Weiss, 2007). 이 원칙은 UNESCO

가 발간한 과학기술의 윤리에 대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어떠한
인류의 활동들이 사람이나 환경에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결과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생명에 영향을 미치든지,
환경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든지, 또는 현재뿐 아니라 다
음 세대에게도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 비록 그 결과의 위해
성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여 발생가능한 위해(risk)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주 오염원은 1997년부터 화학 비료
과다 사용과 가축분뇨, 생활하수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나, 화학 비료와 가축분뇨는 1차 산업이라는 명분하에 그동안 체계
적이고 효과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제주도 2019b).
따라서 미래의 제주도 지하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화학 비료 사용량 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기술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
하수의 질산염 오염현상, 오염원인 농업용 비료와 축산분뇨, 해안지역
의 해수 침투와 염수화 현상, 그 외 제주도 전역에 산재하는 잠재적 오염
(원)시설 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규제를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제주도 지하수의 평균 체류시간은 16년이고, 서부의 일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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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0년 이상, 삼다수의 경우는 18년, 영실계곡의 용천수는 1년 등으로
지역적, 물의 용출특성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제주도, 2001), 이들 모
두 생성된지 반 세기 미만의 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제주도 지하수의 양적, 질적 문제들은, 지하수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
작된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들이 40년이 지난 오늘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시간의 변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수많은 지하수의 잠재오염원과 오염배출, 지하수의 과잉 양수 등의 인위
적 활동들의 결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산업과 경제 발전 과정에 ‘규제 혁파’라는 명
목으로 환경을 보호하던 많은 규제들까지도 없어지거나, 환경을 보호하
는 기능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제도적 규제를 평가할 때,
환경 관련 정책과 규제는 현재 시점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점을 위
한 환경 보존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특정 지역의 주민
들과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부서 (정부 내지 지자체)에서 협력하여 그 지
역의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과 관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수행하였다
고 하면, 오늘날 그 지역에서는 특별한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시점부터 적용하여 온 적절한 환경 관련 정책과
규제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안정적
인 환경으로 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 시점의 결과는 과거에 지
역 주민들과 기관이 실천하고 운용해 온 환경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이
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기관들은 당연히 환경 보전을 위한 일정 비용
과 시간 및 다양한 재원들을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재정
과 시간, 인력의 투자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늘날 그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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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담한 환경 파괴 문제를 대하게 될 것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
백 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셋째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고 적응 대책(adaptation
measures)을 도출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가능이용량
도 시간적·공간적 변화의 관점에서 명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지하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초적이지만 정확
한 과학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정보해석과 적응방안 도출 등을 위한 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지하수 흐름의 시간 규모를 고려한 장기적 관측과 조사
연구, 지하수의 공간적 분포와 대수층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자
료의 축적과 분석, 수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경제적인
요소들과 지하수와의 관계성 규명, 수문 순환계에서 지하수의 생태적 기능
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이해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차산업 시대와 ICT 기술, Deep learning 기술 등 첨단 기술들이 산
업계를 통해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으나, 이들 기술의 현장 적용성이 확인
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선진 기술이 제주도 환경에서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증을 위한 정확한 현장 자료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의 모델링(modeling)을 통해 미래의 현상을 시
나리오에 기반하여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델링은 복잡한 자
연현상을 최대한 단순화시킨 도구이므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복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활동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결과
적으로 인위적 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지하수자원의 경우,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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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현장에서 직접 관측한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이 이루어져야 그 효용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지하수위 변동과 취수량의 기록과 보고,
체계적인 분석과 정보도출 등은 체계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 속에 자리잡은 용천수에 대한 보전 이용을 위해
1998~1999년과 15년 후 2013~2014년 도내 용천수의 전수조사를 시행한
일(제주도, 1999)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제
주도 수자원 관리분야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업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상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반복 수행되어 그
변화를 기록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
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제주도의 지하수는 강수의 계절적, 공간적 변동이 지하수 함
양과 산출에도 그대로 전달된다. 이는 잠재오염원에서 유래하는 오염물질
유입 과정에도 반영되어 지하수의 오염 역시 시간적, 공간적으로 복잡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제주도 지하수 관리에는 지속이용가능량의 시공간적 변
동을 규명하고, 그에 적합하게 관리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이미 삼다수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경험한 제주도
에서 염지하수의 활용을 통한 경제 발전은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염지하수의 개발은 담수 지하수가 해수에 혼합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담수 지하수체의 양적 축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
서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염지하수의 활용 개
발이 담수 지하수자원에 미치는 양적, 질적 영향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과
학적 예측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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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World Bank가 제출한 보고서 ‘The Nitrogen Legacy’(Zaveri
et al., 2019)는, 질산염에 의한 수질오염은 단순히 물의 오염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 질병과 나아가 이들이
성장한 후의 수입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다. 즉, 질산염에 의한 수질
오염의 영향이 세대를 넘어서 사회발전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지속되고 확
대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2020년 초에 바라보는 제주도
에서의 지하수 관리의 모습은 2045년 제주도 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제는 생각(thinking)하고 논의(discussion)할 때가 아니라,
실행(action)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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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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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순환사회의 의미와 제도

3. 제주의 폐기물 발생 현황과 추세
4. 제주의 폐기물 문제와 자원순환정책의 현재
5.

‘자원순환의 섬, 제주’를 위한 제안

1. 들어가며
폐기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약 43만t, 연
간 1억 5695만t 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컨테
이너 약 480만 개나 15t 덤프 트럭 약 1000만 대 분량으로 이는 63빌딩 약
1400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연간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적지 않다. 1t 당
10~15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약 15조 원에서 23조 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의 비용은 2019년 환경부 예산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 월드
컵경기장을 약 100개 정도 건설하는 비용에 버금간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은 종량제 시행으로 감소해서 1997년부터는 0.94kg/일·인~1.05kg/일·인
사이에서 소폭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
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다양한 환경문제와 보건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비용만이 아니다. 폐기물 매
립 부지나 자원회수시설 입지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폐기물 관
련 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시설 입지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크기 때
문이다. 갈수록 생활의 편리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
며 특히 비닐이나 플라스틱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 처리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하며 처리과정을 거쳐 가
공한 퇴비나 사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갈
수록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폐기물 또한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 문제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아니,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상 폐기물 처리에 있어 육지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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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연계나 협력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만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
서 폐기물 문제를 다루어나갈 필요가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
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8~2009년 사이 5개 저가항공사 취항 이후
지난 10년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총 쓰레기 발
생량이 2011년 하루 평균 627.4t이었던 데서 2018년에는 1143.3t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거주 인구와 관광객의 대거 유입과 그에 따른
대규모 개발과 연결되어 있다. 제주 인구는 2008년 56만 5000여 명에서
2018년 69만 2000여 명으로 22.5% 늘었고, 관광객은 같은 기간 588만여
명에서 1431만여 명으로 143%(약 1.5배) 증가했다. 그 결과, 도내 총 쓰레기
발생량은 2011년 하루 평균 627.4t에서 2018년 1143.3t으로 82.2% 늘어났
다. 생활폐기물이 급증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이 늘어나면서
건설폐기물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제주도 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되었
고 몇몇 매립장에서는 매립용량을 넘어 계속해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립 대상 폐기물이 늘어난 데다 가연성 쓰레기와 유기성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매립되면서 예정보다 매립 종료일이 앞당겨지게 되었다.
이제 폐기물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
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장에서는 제주도가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탐색해 보도록 한다.

372

2. 자원순환사회의 의미와 제도
자원순환사회의 의미
이제까지 인간의 경제활동은 대개 ‘자원의 채취→생산→유통→소비
→폐기’의 선형적 구조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과 대량 생산
과 대량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과 소비 후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다양
한 생산물, 특히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산업·가
정·상업·수송·공공·전환부문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오랜 기간
인간 삶의 기본이라 간주되어온 의·식·주만이 아니라 여객이나 화물의 이
동과 기기의 작동에서부터 교육·의료·공공 서비스의 제공과 향유 등 다양
한 인간활동에 모두 에너지와 자원이 투입되며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폐기
물을 발생시킨다. 그 결과 자원 고갈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원 채
취과정이나 배출된 폐기물로 인해서도 다양한 환경 오염과 파괴가 발생하
게 되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기물의 양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질
또한 변화되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처럼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기 어려운
폐기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폐기물의 성상 또한 고체만이 아니라 액
체와 기체로 더욱 다양화되었다.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상한 기
후변화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발
생한 기체상 폐기물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늘어나서 발생한 것이다. 자원
의 이용과 폐기에 따른 환경 영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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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형적 경제구조와 자연과 사회, 폐기물의 관계

지구 생태계

경제 활동 :
생산 · 유통 · 소비
자원 · 에너지 투입

폐기물 배출
산업/가정/상업/수송/공공/전환부문
의, 식, 주, 이동, 기기 작동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자원생산의 정점과 고갈
환경오염 · 파괴

에너지 · 자원 소비 증가

환경오염 · 파괴
(기후변화)

여기서 폐기물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볼 필요가 생긴다.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폐기
물관리법 제2조). 하지만 일정 용도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폐기물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원이 될 수 있다. 애초의 용도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새롭게 자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원의 ‘채취→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선형 경제구조를 (그림 2)처럼 순환형으로 전
환할 수 있다.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사람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
성이 있어서 유상 거래가 가능한 물질이나 물건을 일컫는다. 순환자원의
이용이 최대화되면 자원 효율성이 높아져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천연자원
을 줄임과 동시에 환경영향 또한 저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천
연자원의 채취와 가공에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비용 효과
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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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원순환사회 체계도
천연자원
투입 최소화

생산 · 유통

소비 · 배출

투입 최대화
순환자원

재활용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

폐기물
처분
분담금
직매립 제로화

국제적으로도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
형 경제구조를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지향하고 있다. 순환경제란 한정된 천연자원 이용과 관련 환
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원 이용
량을 최대한 줄이는 감량(reduction)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사용(reuse)
과 재활용(recycling)을 늘리고 새활용(upcycling)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
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안전 처리를 할 경우에도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recovery)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발생된 폐기물
의 적정한 처리는 물론 순환 이용에 보다 깊은 관심을 두어 천연자원 투입
의 최소화와 순환자원 투입의 최대화를 지향한다. 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다른 산업에 자원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산업생태계를 변화시
켜나가는 활동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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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폐기물 관리 우선 순위 변화
발생 억제

발생 억제

재사용 · 재활용
재사용 · 재활용
안전 처리
(소각 · 매립 등)

폐기물관리시대(1990년대까지)

안전 처리
(소각 · 매립 등)
자원순환시대(2000년대 이후)

자료 : 한국환경사업기술원, 201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의의와 추진 동향’ 재구성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
다. 이 중 12번 목표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cudtion)’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해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
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SDGs의에 포함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의 보장’은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체계의 구축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
와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촉진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목표는 (표 1)과
같다. EU는 2015년 12월,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동 계획과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순환경제 패
키지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제품 생산단계, 제
품 소비단계, 폐기물 관리, 재생 원료 사용 촉진 등 4개 영역별 행동계획
(action plan)과 4개의 폐기물 규정 개정안(revised legislative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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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waste)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과 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
순환 관련 법률이 마련되고 정책이 수립·이행되는 등 자원순환사회를 위
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1. UN-SDGs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2.1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

12.6

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한다.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 관광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세제 개혁이나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성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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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또한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으로 개선
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목표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가 목표였다. 1986년에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
준과 방법 등이 마련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재
활용 확대가 주된 정책 목표였다. 1992년에 자원재활용법이 마련되었고
2003년에는 건설폐기물재활용법이 제정되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EPR)를 포함해서 재활용 촉진제도
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순환을 정책 목표로 전환하였다(관
계부처 합동, 2018). 2007년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한 법률(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제정된 이후 2016년에는 우리나
라 경제사회구조를 순환형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
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였다(2016년 5월 공포, 2018년 1월 시행). 그
리고 이법에 근거해서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을 2018년
에 수립하였다. (그림 4)에 제시된 것처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자원
순환 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시행계획·집행계획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광
역지자체장들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기초지자체장들은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제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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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관련 계획 간의 관계
자원순환기본계획

제출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출·승인
시행계획
(시·도지사)
제출
집행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따라 폐기물별 관리 주체의 역할을 나누고 있는
데 국가는 기술개발 지원과 기술·재정 지원, 광역지자체들간 폐기물 사업
조정을, 광역지자체는 폐기물처리사업과 기술적 재정지원을, 기초지자체
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를 담당한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
가는 폐기물처리종합계획,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폐기물처리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원
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처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통해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
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자원의 선
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해서 향후 10년간 폐기
물 발생량을 원단위로 20% 감축하고 순환 이용률을 70.3%에서 82.0%로
높이며 최종 처분율을 9.1%에서 3.0%로 낮추면서 에너지 회수율을 16.3%
에서 20.3%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 ‘생산-소비-관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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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등 전과정 자원 순환 이용 체계 구축, 2) 폐기물 발생 저감 최우선, 고품
질 물질 재활용 촉진, 3) 국민 참여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별 폐기물 처리
최적화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경제활동 단계별로도 추진과제를 제
시하였는데 세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생산-소비-관리-재생의 전 과정 순환이용 체계
생산

소비

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 효율적 친환경 소비 촉진
자원순환 문화 조성·확산

재생

관리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물질재활용 중심의 체계 개선
재활용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배출·수거·선별 체계 혁신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원순환정책의 폐기물 처리 우
선순위는 ‘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 재활용-안전처리’다. 폐기물의 근
원적 발생 저감, 즉 감량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정책 영역은 폐기물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 대신 제품 생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
상으로 하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하며 배
출-수거·선별 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중시한다. 재활용 가능한 물질의 재활
용률을 극대화하고 선진적 처리에 앞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에너지를 회수
하도록 한다. 자원순환 추진 주체를 정부로 한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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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시민사회, 주민 등으로 확장하여 국민 참여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
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폐기물 수거·처
리 최적화와 주민 환경권 및 수용성 관점에서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향한다. 이러한 변화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폐기물정
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요약
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폐기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구분

그간의 정책

새로운 정책방향

정책여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기후변화, 원자재 · 에너지 고갈

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순환사회 구축

추진전략

감량 → 재활용 → 처리

효율적 생산 · 소비 → 물질 재활용
→ 에너지 회수 → 처리 선진화

주요과제

쓰레기종량제, 생산책임재활용
제도 및 처리시설 설치

자원순환평가, 재활용품인증, 폐지원
등 에너지화, 처리광역화

핵심개념

폐기물

자원(순환/천연)

목

자료 : 환경부. 2019. 『2019 환경백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을 발생원과 발생량, 유해성, 발생특성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분류한다(환경부, 2019). 1차적으로는 발생원과 발생량
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로 분류한다.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모든 폐기물을 말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란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차적으로 사업장폐
기물은 유해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뉜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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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포함한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
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차적으로는 발생특
성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된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
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에 속하며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속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t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폐기물의 종류 : 기준과 분류
1차 : 발생원 · 발생량

2차 : 유해성

생활폐기물

폐기물

3차 : 발생 특성

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주 자원순환정책의 현재
제주도의 폐기물정책도 국가 폐기물정책의 전환에 따라 과거의 폐기물의
사후 처리 방식에서 ‘자원순환’이란 새로운 관점을 기초로 수입되어 이
행 중에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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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자원순환 제2조)
을 말하며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
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
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자원순환에 대한 이런 이해를 기초로, 국가는 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
한 기본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담당한다. 광역지자체장(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은 관할 기초지자체(시·군·구)의 폐기물 처리를 지도·감독하고 필
요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한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운반, 처리의 관할 책
임은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자
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광역지자체장들은 그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서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기초지자체장들은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그 외 사업장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은 따라야 할
원칙을 밝히고 있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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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 회수를 할 수 있
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국가적으로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으로 개선해 나
가는 중에 있기에 제주도 또한 그런 정책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서 대응하
고 있는 중이다. 『제주 환경백서』(2018)에 제시된 폐기물 관리방향에 따르
면 폐기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부하를 줄여 자
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보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
념에 기초해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마래세대와 공유해
야 하는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제주도의
정책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 억제를 폐기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 이를 위해 반입
쓰레기 감량 추진, 1회용품 사용 규제, 포장폐기물 감량화를 추진 중이다.
둘째, 수거와 운반을 위해서 2005년 동(洞)지역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
행하고 있다. 셋째, 재활용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수거 품목을 확대하며 재
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재활용품 구매를 확대한다. 넷째, 발생
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위생매립시설, 광역소각시설, 자
원화시설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과학적이고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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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책결정을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폐기물 정보관
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정보는 일반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한다. 도민 참여와 협조를 위해 클린제주만들기 읍면동 평가, 선도학
교와 환경동아리 등의 학교 환경 교육 강화위원회 운영 등 학교·사회의 환
경교육 내실화, 폐기물 처리과정에 감시원 배치 등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시
행한다. 각 활동단계별 폐기물 정책 내용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제주도의 폐기물 관리 방향
생산단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유통단계
•과잉·과대포장 규제
•리필제품 생산 권고
•포장폐기물 감량화

처분단계

소비단계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1회용품 사용 규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준수

•폐기물 보관·운반기준 준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9. 『2018 환경백서』

3. 제주의 폐기물 발생 현황과 추세
폐기물 발생 현황과 추세
제주도의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국 평균
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사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7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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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년 동안 제주도 총 인구는 17.2% 증가하였고,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90.8%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전국 총 인구는 4.5% 증가하였고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12.4%가 증가하였다.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이 전체 폐
기물 증가율에 비해 73.6%p 더 높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국에 비해 인
구는 12.7%p,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78.4%p 더 증가하였다. 제주도의 폐
기물 문제가 전국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1인당 폐
기물 발생량으로도 알 수 있다. 2008년 제주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은 1.08kg/일로 전국 평균 1.04kg/일에 1.04배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하
지만 2017년 제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kg/일로 2008년에 비해
92.3%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 1.03kg/일의 1.94배로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전국 평균은 거의 변하지 않고 오히려 0.01kg/일로 줄어들었으나
제주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폐기물별로 살펴보더라도 제주도의 폐기물 배출은 대부분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면서 전국 폐기물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였
다. 전국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
는 0.7%였으나 2017년에는 1.2%로, 0.5%p 늘었다. 이는 인구 비중이 2008
년에 1.13%였던 데서 2017년에 1.27%로, 0.17%p 늘어난 것에 견줘볼 때 훨
씬 더 크게(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국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10년 동안 26.1% 증가했지만 제주도의 경우
0.29% 증가했다. 다만 제주도의 전국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양에서나 비중에서나 크게 증가하였고 증가
폭 또한 전국 증가율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제주도 건설폐기물은 92.1%
늘어났다. 이는 전국 건설폐기물 증가율 11.2%에 비해 80.9%p(8.2배)나 높
다. 그 결과 전국에서 제주도의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 0.9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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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주도의 폐기물 발생
생활계 폐기물

제주
총 인구
(명)

전체
폐기물
(t/일)

총 배출량
(t/일)

구성비
(%)*

1인당
(kg/일)**

사업장
배출시설
계폐기물

건설
폐기물
(t/일)

지정
폐기물
(t/일)

2008

560,618

2,610

603

23.1

1.08

300

1,692

15

2009

562,663

3,342

622

18.6

1.11

233

2,467

20

2010

571,255

3,877

639

16.5

1.12

149

3,069

20

2011

576,156

4,167

765

18.4

1.33

251

3,133

18

2012

583,713

4,002

862

21.5

1.48

226

2,893

21

2013

593,806

3,817

984

25.8

1.66

205

2,604

24

2014

607,346

3,895

976

25.2

1.61

247

2,647

25

2015

624,395

4,159

1,162

27.9

1.86

358

2,610

29

2016

641,597

5,131

1,305

25.4

2.03

351

3,448

27

2017

657,083

4,979

1,312

26.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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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30

전국 2008

49,540,367

368,890

52,072

14.1

1.04

130,777

176,447

9,594

제주도 비중

1.13%

0.70%

1.16%

1.64배

1.04배

0.23%

0.96%

0.15%

전국 2017

51,778,544

414,626

53,490

12.9

1.03

164,875

196,262

14,905

제주도 비중

1.27%

1.20%

2.45%

2.05배

1.94배

0.23%

1.66%

3.13%

주 : * 생활계 폐기물 구성비는 전체 폐기물에 대한 비중임. 배수로 표현된 경우는 전국 대비 제주도의 상대적 규모임.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에 제시된 폐기물 배출량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나누어 구한 것임. 이 값은 2019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료 보고서에 제시된 숫자와 차이가 있음. 후자의 경우
2017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1.52kg으로 제시.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19,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환경부, 2014, 환경백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
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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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로 67.0%p 늘어났다. 지정폐기물은 2008년 15t/일에서 2017년 30t/
일로 두 배 늘었다. 이는 전국 지정폐기물이 55.3% 늘어난 데 비해 거의 상
대적으로 4배 가까운 증가를 보인 것을 의미한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15%에서 3.13%로 2.98%p 늘어났다.
제주도의 총 인구는 2017년 현재 전국 총 인구의 1.27%이나 전체 폐기
물 비중은 1.20%로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의 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 비중이 인구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은 0.23%에 불과한 데 따
른 것으로 생활폐기물 비중은 전국 생활폐기물의 2.45%로 인구 비중에 비
해 거의 두 배에 가깝고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비중도 인구 비중에 비
해 높다. 건설폐기물 비중은 인구 비중의 1.3배, 지정폐기물 비중은 무려
2.5배에 달한다.

폐기물 처리 현황과 추세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폐기물의 8.3%가 매립, 6.1%가 소각,
85.4%가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있다(환경부, 2019)1. 전국 차원에서 전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 추세를 보면, 소각과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매
립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 물질(음폐수), 가축분뇨 등이 해역 배출로
처리되었으나 2012~2014년에 해역 배출이 금지된 이후 대부분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로 전환되고 있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따라 2012년부터
는 하수슬러지와 가축 분뇨가, 2013년부터는 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가,
2014년부터는 폐수와 폐수원의 해양배출이 금지된 상태다.
1

하지만 이런 통계가 신뢰할만한지는 다소 의문이다.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다양한 불법 및 방치 폐기물
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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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2017년 현재 재활용이
61.6%, 매립과 소각이 각각 13.5%와 24.9%이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 현
재 재활용이 57.0%, 매립과 소각이 각각 18.6%와 24.3%이다. 제주도는 전
국 평균과 비교해볼 경우 소각은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
으로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매립률이 높은 편이다. 2011년과 2017년을 비교
해볼 경우, 전국이나 제주도에서나 재활용이 다소 늘어나고(전국은 2.5%p,
제주도는 3.4%p 증가), 매립이 줄어드는(전국은 3.6%p, 제주도는 1.9%p 감
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소각은 전국 차원에서는 1.2%p 늘어난 데 비해
제주도에서는 1.6%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는 매립과 소각
이 다소 감소하고, 아직은 전국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활용이
2011년에 비해 2017년에 늘어났다. 다만 2016년은 2011년과 유사한 수준으
로 재활용률이 해마다 오르내림을 보였다. 전국과 비교할 경우 제주도는 매
립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2017년 전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만 5903t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29.7%
에 달한다. 2008년에 29.0%로 높아진 후 점차 감소하다 2014년부터 다시
29%대로 비중이 늘었다. 발생량으로는 2013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
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을 때 1만 2633t/일로 줄어들었다가 이듬해
2014년부터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음식물류 폐기
물 발생량은 2015년 215.1t/일, 2016년 221.4t/일, 2017년 210.6t/일로, 2017
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16.7%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지만 1인당 발생량은 약 334g/일으로
전국 평균 305.9g/일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제주도에서는 음식물 쓰레
기 공공처리 방식으로 퇴비화를 택해서 연간 6226t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

389

표 3. 전국과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t/일, %)

전국
매립

제주도

소각

재활용

매립

계

소각

재활용

계
양

%

양

%

양

%

양

%

양

%

양

%

2011

48,934

8,391 17.1 11,604 23.7 28,939

59.1

764.7

156.6 20.5 198.1 25.9 410.0 53.6

2012

48,990

7,778 15.9 12,261 25.0 28,951

59.1

861.9

179.9 20.9 203.9 23.7 478.1 55.5

2013

48,728

7,613 15.6 12,331 25.3 28,784

59.1

984.2

273.4 27.8 194.6 19.8 516.2 52.4

2014

49,915

7,813 15.7 12,648 25.3 29,454 59.0

976.2

249.8 25.6 179.3 18.4 547.1 56.0

2015

51,247

7,719 15.1 13,176 25.7 30,352 59.2

1,162.3

278.6 24.0 226.5 19.5 657.2 56.5

2016

53,772

7,909 14.7 13,610 25.3 32,253 60.0

1,305.3

303.4 23.2 304.6 23.3 697.3 53.4

2017

53,490

7,240 13.5 13,318 24.9 32,932

1,312.1

244.7 18.6 319.4 24.3 748.0 57.0

61.6

자료 : 환경부. 2019. 『2019 환경백서』 제주특별자치도. 2019. 『2018 환경백서』 재구성

표 4. 전국과 제주도의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t/일, %)

전국
매립

제주도

소각

재활용

매립

계

소각

재활용

계
양

%

양

%

2011

186,417

2,578

1.4

2012

186,629

4,118

2.2 1,017 0.5

2013

183,538

3,362

2014

185,382

2015

양

987 0.5 182,832

%

양

%

양

%

양

%

98.1

3,132.9

7.7

0.2 0.1 0.0

3,125.1

99.8

181,494

97.3

2,892.5

2.6

0.1 0.5 0.0 2,889.4

99.9

1.8 1,247 0.7

178,929

97.5

2,603.9

1.1

0.0 0.5 0.0 2,602.3

99.9

2,956

1.6

976 0.5

181,450

97.9

2,646.8

0.3 0.0 3.2 0.1

198,260

3,836

1.9 1,059 0.5

193,365

97.6

2,610.2

3.2

2016

199,444

3,058

1.5

738 0.4 195,648

98.1

3,447.8

36.4 1.1

2017

196,262

2,937

1.5

861 0.4 192,464

98.1

3,250.0

6.9

자료 : 환경부. 2019. 『2019 환경백서』 제주특별자치도. 2019. 2018 『환경백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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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2

99.9

0.1 0.2 0.0 2,606.8

99.9

0.7 0.0

3,410.7

98.9

0.2 3.2 0.1

3,239.9

99.7

다. 2017년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1개소씩 2개의 퇴비화 시설이 운
영 중에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종류별 처리방식이 다소 다르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전국 수준에서는 2017년에 98.1%가 재활용, 0.4%가 소각, 1.5%가 매
립으로 처리되었다. 같은 해 제주도에서는 99.7%가 재활용, 0.1%가 소각,
1.2%가 매립으로 처리되었다. 건설폐기물은 거의 대부분이 전국에서나 제
주도에서나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은 발생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의 52.2%, 전체 폐기
물의 45.7%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은 꾸준히 높은 재활용률을
유지해오고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이 현저하게 높은 결과 전체 폐기물
의 평균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제주도에서도 재
활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 재활용률(2017
년 80.6%)에 비해 제주도의 재활용률은 5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7
년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6.0%가 소각되고
13.4%가 매립된 데 비해 제주도에서는 2.6%가 소각되고 30.9%가 매립되
었다. 2011년 매립률이 79.2%였던 데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전국에 비
해 매립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다른 한 가이 주목할만한 사실은 해역
배출이 전국 차원에서는 최근 들어 거의 0에 수렴될 정도로 현저하게 줄었
으나 제주도의 경우 2017년에 10.4%로 여전히 해역배출이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이다. 2014년에는 해역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다시 해역 배출이 이루어져 2017년의 해역 배출이 2011년 당시로 회복된
상태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다른 종류의 폐기물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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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은 편이다. 유해성이나 감염성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특성상
재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재활용률이
56.2%이며 21.8%가 매립, 15.1%가 소각, 6.9%가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되
고 있다. 소각에 비해 매립이 더 많은 편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매립은 조금
씩 증가하고 소각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인다. 지정폐기물에 대해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2018년 『제주환경백서』에 2017년
통계만 제시되어 있는데 지정폐기물의 46.2%가 재활용되고 22.5%가 소
각, 25.9%가 매립되고 있다. 소량이긴 하지만, 전국 통계와 달리 ‘보관’이
라는 범주가 있는 게 다소 특이하다. 전국에 비해 제주도의 재활용률은 다
소 낮은 편이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이 16%를 차지하는데 거의 전
량 소각처리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은 55.0%가 재활용되고
30.8%가 매립되며 9%가 소각 처리되고 있다. 제주도의 총 지정폐기물의
25.9%가 매립되고 22.5%가 소각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수준에 비해 매립
률은 더 높고 소각률은 더 낮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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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국과 제주도의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처리 현황
구 분

(단위 : t/일,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37,961

146,390

148,443

153,189

155,305

162,129

164,874

양

23,037

21,802

24,629

24,606

23,577

24,065

22,092

%

16.7

14.9

16.6

16.1

15.2

14.8

13.4

양

83,07

9,570

9,339

8,797

9,670

9,787

9,859

%

6.0

6.5

6.3

5.7

6.2

6.0

6.0

양

100,750

111,974

111,866

118,363

121,397

128,185

132,875

%

73.0

76.5

75.4

77.3

78.2

79.1

80.6

양

5,867

3,044

2,609

1,423

661

92

48

%

4.3

w2.1

1.7

0.9

0.4

0.1

0

375.0

365.2

205.8

246.7

358.0

351.4

387.4

양

184.7

173.3

87.2

112.5

100.0

105.6

119.8

%

79.3

47.5

42.4

45.6

27.9

30.1

30.9

양

4.6

3.4

0

10.1

4.6

10.5

10.0

%

1.2

0.9

0.0

4.1

1.3

3.0

2.6

양

148.3

184.4

113.1

124.1

218.6

178.7

217.3

%

39.5

50.5

55.0

50.3

61.1

50.9

56.1

양

37.4

4.1

5.5

0.0

34.8

56.6

40.3

%

10.0

1.1

2.7

0.0

9.7

16.1

10.4

계

매립

소각
전 국

재활용

해역
배출

계

매립

소각
제주도

재활용

해역
배출

자료 : 환경부. 2019. 『2019 환경백서』 환경부. 2018. 『2018 환경백서』 제주특별자치도. 2019. 『2018 환경백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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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국의 지정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t/일,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0,021

12,487

12,408

13,172

13,402

13,783

14,905

양

1,875

2,370

2,874

2,531

2,668

2,910

3,255

%

18.7

23.0

19.1

19.2

19.9

21.1

21.8

양

1,819

2,037

2,123

2,103

2,180

2,315

2,252

%

18.1

16.3

17.1

16.0

16.3

16.8

15.1

양

5,717

6,788

7,331

7,547

7,710

7,714

8,379

%

57.1

54.4

59.1

57.3

57.5

56.0

56.2

양

610

788

583

991

844

845

1,109

%

6.1

6.3

4.7

7.5

6.3

6.1

6.9

계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주 : * 기타는 파쇄, 분쇄 등 물리적 처리(2012년부터 해양 배출 없음)
자료 : 환경부. 2019. 『2019 환경백서』 환경부. 2018. 『2018 환경백서』 재구성

표 7. 제주도의 지정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단위 : t/년, %)

처리 현황
구 분

발생량

재활용
양

계

소각
%

양

매립
%

양

기타
%

양

%

양

%

3.4

126.5

1.1

9.0 2,891.7 30.8 358.8 3.8

126.5

1.3

11,173.8 100 5,163.8 46.2 2,515.2 22.5 2,891.7 25.9 376.6

지정폐기물

9,382.0 84.0 5,163.8 55.0

의료폐기물

1,791.8

16.0

841.2

보관

1,774.0 99.0

17.8

1.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9. 『2018 환경백서』 원자료는 한국환경공단의 ‘2017년도 지정폐기물 발생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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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의 폐기물 문제와 자원순환정책의 현재
국가 폐기물 문제와 자원순환정책의 현재
자원순환사회를 우리나라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1995년
에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와 2013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음식물쓰
레기 종량제이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폐기물부담금, 분리배출의
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환경성평가 등의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재활
용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폐기물 발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절대적
인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인 가구 증가나 택배 등 소비문화의
변화로 생활폐기물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서 의료 폐기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1인 가구를 비롯한 소규모 가구
의 증가로 음식물쓰레기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
물 처리시설의 입지는 지역주민 반대로 신설이 어렵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
는 다양한 불법 행위로 방치 폐기물이나 미처리 폐기물이 늘고 있다. 아울
러 재활용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제고와 수요 창출
이나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등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폐기물 처리 행정은 지자체 소관 사항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
력이나 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에 대해 민간
중심의 폐기물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체 폐기물의 약 88%를 차지
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또한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해 있는 상태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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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으로 신규시설 인허가에는 소극적이다. 지자체
의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는 평균 32.5%에 불과할 정도로 폐기물 처리 재
정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중 50% 이상이 타 시도에서 처리
되는 등 발생지를 벗어난 타지역에서 처리되는 비율이 높아서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주의 폐기물 문제와 자원순환정책의 현재
앞 소절에서 기술한 전국적인 문제점들은 제주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현
실이다. 이미 기술한 것처럼,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이나 다른
광역지자체들에 견줘 인구 증가율에 비해 1인당 폐기물 배출량 증가율이
더욱 높다는 점이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현재 2.0kg/일로
2008년 1.08kg/일에 비해 10년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2017년 전국 평균(1.03kg/일)에 비해 두 배 가량 높다. 인구 증가만이 아니
라 관광객 증가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제 돌, 바람, 여자가 많
은 삼다도에서 쓰레기까지 추가해서 사다도라 불려야 한다는 기사들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제주도의 자원순환정책
이 실제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9년에는 제
주시 압축쓰레기가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되어 재반입되는 사건까지 발생
해서 제주도의 폐기물 문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제주도는 건설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폐기물 재활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으
며 매립률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8)은 제주도에서 운영 중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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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립 완료된 매립장들이다. 2019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매립장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장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2 무엇보다 제주도의 여러 매립장들이 사용 예정 기간 종료가 임
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양의 가연성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고 심
지어 일부는 매립용량을 초과해서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소각장과 재활용시설이 포화되어 매립 수요가 높아지거나 적어도 줄어들
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제주도는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동복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을 건설하여 2019년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나
신규 매립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기존 매립장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대량
반입되고 있다. 앞으로 매립량 포화로 종료 매립장이 늘어난다면 신규 제
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존재한다.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건설되어 운영되기 시작
한 후 아직 해당 센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운영이 종
료되는 기존 매립장이 늘어나는데도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매립 종료 후 매립장은 20년간 안정화 과정을 거치도록 잘 관
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 부실로 화재나 환경오염, 불법경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2

조사 대상지는 광역시설로 운영 중인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봉개매립장, 동부매
립장, 서부매립장, 종료 시설인 애월매립장, 한경매립장, 서귀포시에서 운영 중인 색달매립장, 남원매립장, 표선매립
장, 성산매립장, 종료 시설인 안덕매립장, 대정매립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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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주도에서 운영 중이거나 매립 종료된 매립장*
매립용량
(㎥)

동복리
산 56-34

210,000

2,417,000

위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초과량**
(㎥)

사용 예정 기간

회천(봉개) 회천동 294-22

203,320

2,319,800

2,318,906

-894

‘92.8~‘19.3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108,675

111,082

2,407

‘02.11~‘19.3

동부

구좌
북촌2길 248

7,290

47,265

47,281

16

‘99.5~‘19.3

추자

추자면 대서
리 255외 13

2,000

8,834

1,787

-7,047

‘09.10~‘24.12

우도

우도 우도해안
길 402-16

2,790

10,739

9,783

-956

‘99.10~‘19.6

색달

색달동 산 8-2

60,824

812,868

771,417

41,451

‘97.7~’34.12

남원

한남리 산 11-2

6,360

49,733

42,490

7,243

‘96.1~‘21.12

성산

난산리 2854

5,362

34,085

32,959

1,126

‘96.1~‘19.12

표선

성읍리 3090

6,566

29,252

22,531

6,721

‘02.3~‘20.12

매립장명

위치

매립
종료일

매립면적
(㎡)

누적매립량
(㎥)

비고

한경(용수)

용수리 524-1
용수리 54-2

‘03.05

1,064

6,400

지하수 관리

애월(소길)

소길리 984

‘09.02

4,276

29,100

침출수·지하수 관리

대정

구억리 산 1-2

‘07.05

6,230

27,180

침출수·지하수 관리

안덕

상천리 산 27

‘17.03

6,590

21,130

침출수·지하수 관리

동복제주
광역
환경자원
(운영 중) 순환센터

시

제
주
시
운
영
중

서
귀
포
시

시

종
료

제
주

종
료

누적 매립량

조성면적
(㎡)

매립장명

매립장명

위치

(ton)

(㎥)

16,398
2,400,602 ‘19.02~’54.12
(19.07.06 기준)

주 : * 2019년 1월 31일 기준
** 초과량이란 매립용량과 누적 매립량의 차이로 음수(-)는 매립용량에서 남아있는 여유량을 의미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9. 2019 제주도 주요행정통계; 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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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정 기
간

제주 자원순환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자원순환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수립된 자원순
환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이행하는가도 중요하다. 제주도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발생량이 2016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추세로 볼 때 꾸준히 늘고 있고, 다른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
고 매립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거주 인구와
관광객 수 증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 변동도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47)’의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
여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해서 2047년에 489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9). 광역시도별 총인구 추계를 살
펴보면, 2017년 대비 2047년에 서울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감소하나
경기와 세종 등 6개 시도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가 증가하
는 광역시도를 보면, 세종의 경우 2047년에 59만 명으로2017년 대비 33만
명이 늘어나 증가율 124.0%를 보이면서 증가 인구수에서나 증가율에서 가
장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주도는 같은 기간 63만 명에서
78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 증가율(25%)로는 세종 다
음으로 높았고 증가 인구수(15만 명)로는 충남(16만 명 증가)에 이어 3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주도의 인구 정점은 2043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 전국 총 인구 비중은 2017년 1.2%에서 2047년 1.6%로 0.4%p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주도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 2043년에 79
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47년에는
2017년에 비해 15만 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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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감량이다. 그리고 배출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특성상 1회용품 소비
가 많은 편이다.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광객
에 의해 발생하는 1회용품은 아니지만 제주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앞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금지정책을 추진하였고 우려와 달리 일정한 성과
를 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서 국내 유통 1회용 합성수지 접지의 약 20%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환
경부에 따르면 장례식장 한 곳에서 일 년에 버려지는 1회용품이 밥과 국 그
릇이 72만 개, 접시류가 144만 개로 추정되는데 무게로는 각각 6120kg과
5040kg으로 모두 합하면 1만 1160kg에 달한다. 제주도의 앞선 사례는 다
른 광역시도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앞선 정책을 발굴하고 적
극적으로 시행한다면 폐기물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감량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원순환의 섬, 제주’를 위한 제안
제주도의 폐기물 관련 정책은 국가 폐기물 관련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세계가 꿈꾸는
탄소 제로 청정 섬 제주’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현실은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엔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갈수록 증가하는 유입 인구
와 관광객으로 인해 제주도의 폐기물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자원
순환경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도민 삶의 질과 환경가치가 높아가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
주’라는 환경정책 목표 아래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동북아 환경도시 제

400

주 육성, 통합 물관리정책 실현으로 청정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 확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 구현,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
민행복 산림복지 실현이라는 4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19가지 실행계
획을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 또는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도민 모두가 건
강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 구현’이란 전략과제 아래 ‘도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과 ‘친환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실행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폐기물 문제가 인구 증가와 유입 관광객 증가, 이
에 따른 과도한 도시 개발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인구와 관광객 유입 규모
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인구 증감에 대한 통계청의 추세 분석에 따르면 제
주도의 경우 2047년까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가
2017년 대비 2047년 인구가 124.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제주
도는 그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인 23.5%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자원순환정책이 보다 확실하게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둘째,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보다 강
력한 저감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특성상 일회용품 사용
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제주도는 2019년에 다른 광
역자치단체에 앞서 전국 최초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
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
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조치들을 보다 과감히 채택할 필요
가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 만큼 제주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일회용
품 사용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
에 앞서 관광산업이 사회적 책임이란 가치에 기초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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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재활용 시설이 보다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매
립률이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포화가 다가오는 매립장들이 늘어나고
있고 매립장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매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후화되고 용량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재활용 시설의 현대화와 재활용 활성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농업 비율이 높고 농업에
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감귤류 폐기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보다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폐기물 관련 정
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이미 환경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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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섬으로 육지와는 색
다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근 유명 연
예인의 제주도 정착 등을 다루는 다양한 텔레비젼 프로그램이 유명세를 타
면서 귀농 및 귀촌인구가 늘어, 제주도의 인구는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다.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많은 건축물과 기반시설
을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제주도의 북쪽
과 남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인구도 해안가에 모여
살고 있다. 제주도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나 마을이 해안가에 위치한 이유
는 어업적 이유도 있지만, 제주도의 중간에 위치한 한라산 주변에서 내린
빗물이 땅속을 따라 흐르다가 해안가 저지대에서 솟아나오는 용천대가 해
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생기기 전까지 제주도 주민들
은 해안가 저지대에 모여 취락을 구성했다(이우평, 2002).

그림 1. 제주도의 용천대와 취락 분포

자료 : 이우평.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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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는 용수공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제주도가 태풍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는 홍수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 위험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개발압력이 증
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현 상황에서는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제주도의 자연재해 위험과 이에
대응한 안전도시를 구축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장은 크
게 제주도의 자연재해 위험과 최근 제주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도시방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재해 예방
형 도시계획과 제주형 도시방재 대책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본 장에서는
내용의 신뢰성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연구로 수행한
‘제주도 도시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 영향 분석기술 개발’ 연구보고서
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폭우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현
황 및 취약성 분석, 제주형 도시계획적 대책 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연구는 제주대학교가 총괄하여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등이 공동으
로 수행했다.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이 장기적인 위험요소이
지만, 일반적으로는 폭우의 위험이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위험요소인 점
을 고려하여 폭우를 대상으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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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의 자연재해 위험
미래에 제주도의 자연재해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직접 받는 시민, 도시 등과 더불어 기후변화 등이 가장 대표
적인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생각이 된다. 본 절에서는 인구, 토지이용,
기후 등의 최근 변화 현황과 더불어 인구 및 기후변화 전망 등을 알아보고
자 한다. 또한, 과거에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홍수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알
아본다.

인구 및 토지이용 변화

① 인구
가. 최근 인구변화 현황

제주도의 인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67만 8772명이며,
세대당 인구 수는 2.4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및 세대 수 변화를 보면 인구
수와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대당 인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증가율은 2009 ~ 2014년은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증가했지만,
2015년 부터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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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주도 인구 및 외국인수 변화현황
세대당인구수
(인/세대)

구분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2007

211,850

563,388

2.7

4,130

2008

214,681

565,520

2.6

4,902

2009

217,711

567,913

2.6

5,250

2010

224,713

577,187

2.6

5,932

2011

227,873

583,284

2.6

7,128

2012

232,141

592,449

2.6

8,736

외국인수(인)

2013

238,465

604,670

2.5

10,864

2014

246,516

621,550

2.5

14,204
16,960

2015

256,928

641,355

2.5

2016

266,972

661,190

2.5

19,593

2017

278,203

678,772

2.4

21,68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

그림 2. 제주도 인구수 증감률(2007~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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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도의 과거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지난 10년간(2007~2017)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인 80세 이
상에서는 2007년 대비 2017년에는 1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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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주도의 연령별 인구 변화(2007년과 2017년 비교)
2007년

2017년

연 령

증감률(%)
인구수(명)

구성비(%)

인구수(명)

구성비(%)

계

563,388

100.0

678,772

100.0

20.5

0~9세

69,252

12.3

65,339

9.6

-5.7

10~19세

81,030

14.4

76,111

11.2

-6.1

20~29세

76,701

13.6

86,813

12.8

13.2

30~39세

96,564

17.1

93,381

13.8

-3.3

40~49세

93,254

16.6

117,896

17.4

26.4

50~59세

61,140

10.9

106,833

15.7

74.7

60~69세

45,921

8.2

66,421

9.8

44.6

70~79세

28,400

5.0

42,387

6.2

49.3

80세 이상

11,126

2.0

23,591

3.5

112.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7a

제주도의 장애인수는 3만 4278명(2016년 기준)으로 2006년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에 취약한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
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수는 1만 3000가구를 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2013년도에 국
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와 사전 점검 결과, 수급자 대상자격 불
부합자의 증가로 한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소명절차를 통해 다시 국
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구제되고 2015년에 맞춤형 급여 방식과 급여별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10년간(2007~2017)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수를 보면, 관광객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 추세는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2015년 메르스의 영
향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여 외국인 관광객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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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애인수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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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화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각 연도

그림 4. 제주도의 국내외 관광객수 변화(2007~2017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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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총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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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인구 전망

통계청에서는 미래 인구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
계 시나리오 및 가정을 설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시나리오는 크게 중위, 고위, 저위, 무이동, 출산율 등 5개의 시나
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변동 요인으로는 출산율, 기대수명, 인구이
동을 변수로 두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중위, 고위, 저위 시나리오에 의하
면 2047년에 각각 78만 명, 84만 명, 73만 명으로 추정되어, 시나리오에 상
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의 2017년 및
2047년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제주도 인구피라미드(2017년 및 2047년)

제주도 2017년

제주도 2047년

자료 : 통계청. 2019

② 토지이용
제주도의 토지이용은 지난 2001년 균형발전을 위해 82.6㎢ 개발제한구역
(농경지, 임야, 대지, 자연취락 등)이 전면 해제되면서 토지피복과 토지이
용이 크게 변화했다. 위성영상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토지피복도 변화를 보
면, 2000년대 말 산림지역과 초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농업지역이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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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중산간에 위치한 초지 및 산림지역이
농업지역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제주도 토지피복도 변화(1980~2013년)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

2000년대 말

2013년

구분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총계

1,885

999

8873

시가화
건조지역

69

49

20

농업지역 379

205

174

394

산림지역 925

471

455

1,036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1,887 1,000
89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886

1,886

999

887

1,881

994

887

36

99

58

41

118

70

48

231

164

820

419

401

770

391

378

535

501

650

368

282

646

337

309
118

53

초지

466

248

218

322

154

168

271

129

143

274

158

습지

1

1

-

3

2

-

1

0.4

-

1

1

1

나지

8

5

3

16

9

6.

16

10

6

45

22

22

수역

36

20

16

28

16

12

30

16

15

27

16

11

주 :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 2000년대 말은 토지피복도 대분류 면적을 활용하였고, 2013년은 토지피복도 중분류 면적을 재
구성하여 활용함
자료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그림 6. 제주도 토지피복도 변화

자료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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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대분류)

1990년대 말(대분류)

2000년대 말(대분류)

2016년도(세분류)

제주도의 주요 지목에 대한 변화를 보면, 2007년 대비 2017년에는 대
지는 36.5%, 도로는 13.4% 증가하였다. 하지만, 답은 15.9%, 임야는 3.0%,
전은 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요 지목이 변화하게 된 것
은 인구유입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7. 제주도의 주요 지목별 변동 추이(2007~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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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2018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2017년 기준), 해면을 포함한 제주
도의 도시관리계획 총 면적은 2051㎢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도시지역
은 455㎢ 로 전체의 22.1%이며, 비도시지역은 1596㎢ 로 전체의 77.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이 전체의 2.35%,
상업지역이 0.30%, 공업지역이 0.23%, 녹지지역이 18.50%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이 전체의
53.69%, 농림지역이 5.2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8.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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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주특별자치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2017년 기준)
구 분

합 계(㎢)

구성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2,051,157

100.0

1,103,411

947,746

소계

455,316

22.1

227,986

227,330

주거지역

48,028

2.3

26,497

21,531

상업지역

6,300

0.3

4,417

2,153

공업지역

5,093

0.2

3,265

1,828

녹지지역

378,990

18.5

184,246

194,744

미지정

16,905

0.8

9,831

7,074

소계

1,101,929

53.8

600,741

501,188

계획관리지역

638,770

31.2

318,436

320,334

생산관리지역

250,274

12.2

159,361

90,913

보전관리지역

212,885

10.4

122,944

89,941

농림지역

107,940

5.3

37,700

70,240

자연환경보전지역

385,972

18.8

236,984

148,988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7b

그림 8. 용도지역 지정 현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료 : 국토교통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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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기후변화 및 홍수재해

① 과거 제주도 기후 및 기후변화 전망
제주도의 경우 한라산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마다 강수량 편차가 크
다. 제주도에서 장기간에 걸쳐 강수량을 측정한 제주, 서귀포, 성산, 고산
등의 4개의 관측소를 보니, 증감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
만, 매년 강수량의 변동의 폭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 제주도 연평균 강수량 변화(1968~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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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하지만, 연평균 강수량이 아닌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일강수량 150mm
이상의 호우일수는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1985년, 1999년, 2012년에는 일
강수량 150mm 이상의 호우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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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강수량 150mm 이상의 호우일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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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래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
후변화가 심화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 연강
수량 2168.1mm를 기준으로 전반기(2011~2040년)에는 3.3% 증가, 중반기
(2041~2070년)에는 15.5% 증가, 후반기(2071~2100년)에는 17.6%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표 5. RCP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지역의 현재 대비 미래 강수량 전망
RCP2.6
구분

현재
2001
~
2010

2021
~
2040

2041
~
2070

RCP4.5
2071
~
2100

2011
~
2040

2041
~
2070

(단위 : mm)

RCP6.0
2071
~
2100

2021
~
2040

2041
~
2070

RCP8.5
2071
~
2100

2011
~
2040

2041
~
2070

2071
~
2100

강수량 2166.3 2111.0 2179.8 2041.9 2477.2 2559.3 2707.9 1967.4 2035.5 2237.2 2454.3 2640.8 2922.7
자료 : 기상청. 2012; 기상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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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CP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일강수량 80mm 이상의 호우
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2001~2010년
평균) 제주지역의 일강수량 80mm 이상의 호우일수는 연간 4.7일이지만,
RCP 8.5 시나리오에 의하면 전반기(2011~2040년)에는 현재 대비 66%
증가한 7.8일, 중반기(2041~2070년)에는 119.1% 증가한 10.3일, 후반기
(2071~2100)에는 202.1% 증가한 14.2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호우일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6. RCP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지역의 현재 대비 제주지역 미래 호우일수 전망
RCP2.6
구분

현재
2001
~
2010 2021
~

2041
~
2040 2070

호우
4.7
일수
(변화율)

RCP4.5

2071 2011 2041
~
~
~
2100 2040 2070

RCP6.0

2071 2021 2041
~
~
~
2100 2040 2070

(단위 : 일)

RCP8.5

2071 2011 2041
~
~
~
2100 2040 2070

2071
~
2100

12.0
12.5
3.9
7.0
8.6
7.8
10.3
14.2
5.7
5.9
5.2
9.9
(21.3%) (25.5%) (10.6%) (110.6%) (155.3%) (166.0%) (-17.0%) (48.9%) (83.0%) (66.0%) (119.1%) (202.1%)

자료 : 기상청. 2012; 기상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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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홍수재해 현황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조사한 제주도의 침수흔적도를 보면, 지난 10년간
(2006~2016년) 약 280여 개소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피해면적
은 전체 제주도 면적의 약 2%인 36.8km2이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림 11. 제주도 침수흔적도(2006~2016년)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2006~2016

침수유형을 보면 크게 저지대 우수유입, 하천범람, 농경지 피해, 해수
유입, 배수 문제 및 기타 등 6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저지대 우수
유입으로 인한 침수 피해 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시(제
주도청, 제주시청 일대)의 경우 주로 하천범람 및 저지대 우수유입으로 인
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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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침수유형별 피해지역 수 및 면적 (2006∼2016년)
유 형

침수피해 지역 수 (비율)

침수피해 면적 (k㎡) (비율)

저지대 우수유입

171 (61.07%)

10.331 (28.01%)

하천범람

61 (21.79%)

10.662 (28.91%)

농경지 피해

15 (5.36%)

14.652 (39.73%)

해수유입

15 (5.36%)

0.008 (0.02%)

배수 문제

11 (3.93%)

0.309 (0.84%)

기타

7 (2.50%)

0.920 (2.50%)

합계

280

36.881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2006~2016

그림 12. 제주도 침수원인별 침수흔적도(2006~2016)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200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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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제주도는 상주인구수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
인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해에 취약한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도 인구
수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재해 발생 시 취약인구의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인구 증가 등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연평균 강수량뿐만 아니라 재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우 발생일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에서 구축한 침수흔적도를 보면, 지난 10년간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2%에
달하는 면적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침수피해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해안가 도심을 중심으로 저지대 우수유입에 의한 침수피해가 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래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발생일수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개발 영향, 태풍 영향 등으로 홍수 위험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제주도처럼 기후변화, 도시화 등이 급속히 진전되는 지역의 경우 도
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등 도시방재대책이 운영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방재 정
책과 제주도에서 수행한 도시방재정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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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도시방재정책
재해, 특히 홍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방재대책이 운영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재대책은 하수도, 제방 등의 구조물을 활용한 구조적 대책이
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의한 불확실성 증가, 도시화의 영향으로
기존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병행하여 도시계획적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방재대책 중 최근 도시계획적 대책의 중요성
이 인식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과 ‘재해 예
방형 도시계획’ 등 도시방재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도시방재정책 현황

① 개요 및 운영현황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후 재해취약성 분석)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방재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화되었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8)’
에서는 재해취약성 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
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
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
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
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
다”라고 분석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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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대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국토교통부,
2018)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국 161개소의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시 9개소와 도내 시·군 152개소)가 대상이 된다.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주체는 지자체이며, 2017년부터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의 국가방재연구센터에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검증하고 있다. 현재(2019년 12월)까지 대상 지자
체 161개소 중에서 158개소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했으며, 나머지 3개
지자체도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 중에 있다.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검증은 2017년도부터 31개 지자체에서 수행을 완료했다.

표 8.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및 검증현황

재해취약성분석
수행완료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완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

34

70

38

16

7

-

-

-

6

16

9

자료 : 자체 제작

② 분석 방법
재해취약성 분석은 IPCC 4차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해취약성 분석
틀에 기반하고 있지만, 적응능력은 제외한 현재와 미래 기후노출과 도시
민감도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은 6개 기후변화
재해(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를 대상으로 집계구 단위로
상대적인 취약성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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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재해취약성 분석 구조
현재 기후노출
(Present Exposure)
현재 취약성
(Present Vulnerability)
현재 도시민감도
(Present Sensitivity)
잠재취약지역
(Potential Vulnerability Area)

도시취약구성요소
(Assessment Object)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Total Disaster Vulnerability)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미래 기후노출
(Future Exposure)

미래 도시민감도
(Future Sensitivity)

미래 취약성
(Future Vulnerability)

제주도의 도시방재정책 구축현황
제주도에서는 2018년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기반하여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행해야 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
로 수행하고 있지만, 자동으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개발한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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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대상 재해는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 등 전체 6개 재해를 대상으로 수행했으며, 분석단
위는 지침에 따라 집계구 단위로 분석했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의 경우 지
침에 따라 전체가 아닌 해안가 1km 이내에 속하는 집계구를 대상으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했다.

그림 14. 재해별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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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

하지만,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은 분석지표 및 분석단위 등의 한계로
재해취약성 분석 이후 맞춤형 재해 예방형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지역특성화 사
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 도시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
영향 분석기술 개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에서 현
재 및 향후에 위험이 되는 폭우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을 고도화하고, 제주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재해취약성 분석의 분석
단위가 집계구 단위이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 제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분석단위를 개선했다. 제주도의 집계구는 총 1312개이며, 집계구의
평균 면적은 1.422km2이며, 면적상위 10% 집계구의 평균 면적은 11.758km2에
달한다. 집계구 면적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넓으
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적용을 위해서는 필지단위로 분석결과를 도
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필지는 85만 3704개이며, 필지단위로 재
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지표의 한계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에서는 100m 격자 단위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분
석결과를 필지단위로 표출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또한, 폭우재해에서 우수
유출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누적 CN, 상대적 저지대 등
의 신규 지표를 개발했다.
연구에서 개발한 제주형 재해취약성 분석시스템에서는 차후 개발할 분
석지표를 고려하여 분석 시 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과 지표간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한 자동 재해취약성 분석기능
을 개발했다. 또한, 기존 집계구 단위 분석결과와 격자단위 분석 후 필지단위
등급을 표출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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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집계구 단위 분석 및 격자단위 분석결과 비교
집계구 단위 분석

격자단위 분석

취약인구

취약인구

도시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

최근 10년간 시가화지역

최근 10년간 시가화지역

폭우재해 종합취약성 분석결과

폭우재해 종합취약성 분석결과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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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 도시방재대책 수립 방향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도출된 취약한 지역은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도시계
획 전략을 병행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축
해야 한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간 조
성을 위해 도시 내 재해위험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및 주
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적응
전략계획”이다(국토연구원, 2018). 즉,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I, II등급인 취
약지역을 중심으로 구조적 대책과 도시계획적 대책을 함께 고려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중 도시계획적
전략에서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비구조적 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16.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개념

시설보강
(구조적 대책)

재해취약성 분석
취약 지역 제시
(Ⅰ,Ⅱ등급지역)

재해취약지역 중
특별히 취약한
지역 선별

재해
저감
(예방)
계획

도시계획 전략
(토지이용/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 등)

※ 하수도, 펌프장 등 시설물 중
심의 구조적인 대책

※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
한 요소에 걸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도시계회적 대책
수립

대응체계
(보험/피난)
재해에 안전한도시(Disaster Free City)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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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안전한 도시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방재관련 법정계
획에서 재해취약성 분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등 도시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방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주요 방재관련 법정계획에
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
획(2019~2023), 제3차 및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이 있다.

제주형 도시방재 대책
제주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분석단위 고도화 등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
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발계획 등을 심의하는 제주도 도시계
획위원회에서는 관련 재해취약성 분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이다.
‘제주도 도시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 분석기술 개발’ 연구에
서는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제주형 도시방재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폭우와 해수면상승의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4개의 등
급별 특성을 파악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대책을 종합하여 제주
형 도시방재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토지이용에는 용도배치, 개발입지 제
어, 저류침투 능력 확대 등을 계획기법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에
서는 방재시설, 교통시설,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계획기법을 제안했다.
또한, 건축물에서는 대지, 건축물의 세부 계획기법을 제안함으로써 제주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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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제주형 도시방재대책 기본방향

종합재해취약성 등급

도시방재대책

침수재해 및 해수면 상승

재해 저감을 위한 계획기법

1등급

토
지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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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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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4등급

교통시설
공공시설
공원시설
대지

건축
건축물

5. 결론
제주도의 경우 거주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방문객 수 증가로 개발이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거주인구 중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기초생활대
상자 등 재해 취약계층의 인구가 증가했다. 또한, 제주도의 입지적 특성상
태풍경로에 있으며, 강우량도 내륙에 높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강우량 및 폭우 발생 가능성은 미래에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적 영향, 사회적 영향으로 제주도는 향후 기후변화
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은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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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제주도에서는 2018년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재해취
약성 분석 관련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으며, 분석단위 개선으로 재
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재해취
약성 분석결과는 제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으로 제주도에서는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기후변화, 도시화 영향으로 재해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도에 위치한 대학, 연구원에서는 향후 제주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도
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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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1. 요약
2012년 시작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은 2030년까지 제주를 카본 프리
섬으로 구현하겠다는 정책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계획이며, 그간 제주지방정부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소기
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조짐이 두드러지고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선구성이 분
명해졌으며,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성과와 경험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것이 인류공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를 통해 제주 카본 프리
섬 계획의 그간의 추진 성과와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 정책 추진 배경
201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라는 섬을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영(Zero)으로 하는 청정지역으로 만들
겠다고 선언하였고, 그 계획으로 ‘Carbon-free Island Jeju by 2030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무렵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
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 정도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
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 정책의 선언이야 말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러
한 정책이 추진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UN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
는 세계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1988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
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사명으로 한 기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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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간 패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치
되었고, 이 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의 공식보고서를 작성한다. 1992
년 유엔 주도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이 되는 협약인 UNFCCC(기후변
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약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체결되었다. 이
협약의 당사국들이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와 방안을 협의하며,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공유한다. 1997년 교토
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미있는 교
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6년 발효되었다.
두 번째 배경으로 기술적 수단의 확보와 실증을 통한 자신감을 들 수 있
다. 2011년에 풍력발전으로 발전된 전기에너지량이 제주지역에서 193GWh
이었으며 우리나라 전체에서 863GWh이었으므로 전체의 22%를 제주지역
에서 생산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약 2500억 원 사
업비의 국책사업인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제주 카본 프리 구
현에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의 분야 요소기술
들을 검증하고 있었다. 또한 그 무렵 제주 가파도 섬을 대상으로 카본 프리
구축과 유사한 마이크로드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제주지역 관계자들
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발전 보급에 대한 확신
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배경으로 제주가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
시로서 제도 개선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9월에 전세계에서 1만 2000여
명이 참가가 예상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약칭 WCC)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국제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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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약칭 IUCN)이 환경 문제를 해결을 위해 4년마다 개최하며 비영
리 단체로는 유일하게 국제연합의 옵저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자연보전
연맹의 회원총회로 환경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회의이다.
다섯 번째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유일의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및 세계지질공원
(2010)) 타이틀을 부여받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지정 받으면서 제주
특별자치도 정책결정자들 입장에서 제주도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청정·생태관광지로서 자부심과 홍보 욕구가 있었다.
여섯 번째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도 제주지방정부의 제
주 카본 프리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카본 프리 개념의 종류
카본 프리 개념은 카본 프리 실현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높은 수준의 카본 프리를 의미하는 ‘CO2 배출 Zero 카본 프리’로서 화
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두 번째 높은 수준의 카본 프리를 의
미하는 ‘CO2 배출 중립(Neutrality) 카본 프리’로서 CO2 배출과 흡수가 평
균 Zero을 의미한다. 셋째, 가장 낮은 수준의 카본 프리인 ‘소비 전기에너
지 100% 신재생 에너지화 카본 프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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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 Zero 카본 프리
가장 높은 수준의 카본 프리로서 특정지역을 CO2 배출 Zero 카본 프리하
기 위해서는 그 지역 모든 부문, 모든 기기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CO2
배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를
100% 전기에너지화(Electrification)하고 그 지역에서 사용된 전기에너지
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

CO2 배출 중립 카본 프리
CO2 배출 중립 카본 프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CO2 배출 평균 Zero 카본 프
리라 할 수 있으며, 특정지역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대부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된 CO2 배출량 이상
을 나무를 심어 흡수하거나 소비된 화석연료가 갖는 에너지(등가 열에너
지)만큼의 전기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발전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
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사용된 전기에너지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게 된다. 산업, 운송 등의 부문에서 100% 전기화가
실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CO2 배출과 흡수를 합하여 CO2 배출량
을 Zero로 하는 현실적으로 설정가능한 목표라 볼 수 있다.

소비 전기에너지 100% 신재생 에너지화 카본 프리
산업, 상업, 가정, 공공 모든 부문에서 최종 에너지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전
기에너지화 하고 소비 전기에너지 100%를 신재생 에너지원에 의한 발전
하는 것을 의미한다. CO2 배출 중립 카본 프리와 다른 점은 소비 전기에너
지 100% 신재생 에너지화 카본 프리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용된 화석에너
지만큼의 전기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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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관점에서 100% 카본 프리라 볼 수는 없
지만 낮은 수준의 카본 프리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1단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카본 프리단계이다. 소비 전기에너지 100% 신재생 에너지화 카본
프리는 최종에너지 전기 에너지화와 함께 추진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
과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육지부와 직류 고압송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로 육지부의 전기에너지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육지부로부터 전기에
너지를 공급받고 있는데 소비 전기에너지 100% 신재생 에너지화 카본 프
리에서는 직류 고압송전선으로 공급받는 전기에너지량을 카본 프리 대상
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4.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카본 프리섬 계획은 2012년 5월 ‘Carbon-free Island
Jeju by 2030 구축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발표되었다. 그 후 시간 경
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7월에 ‘제주 Carbon Free Island
2030 비전 완성 실행 계획’ 발표를 통해 최초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을 약
간 수정하였고, 2019년 6월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통
합보완 CFI 2030계획 수정보완용역’을 통해 현재의 제주 카본 프리섬 계
획으로 수정하였다. 계획의 명칭은 약간씩 다르나 두 번의 수정도 최초의
제주 카본 프리 계획의 수정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의 명칭을 ‘제주
카본 프리 계획’으로 통일하고 각각을 연도로써 구분하여 어떤 내용을 담
고 있는지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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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개념
제주의 카본 프리섬 계획의 카본 프리 개념은 ‘소비 전기에너지 100% 신
재생 에너지화 카본 프리’이다. 낮은 수준의 카본 프리이지만 가정, 산
업, 수송,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 형태가 전기 에너지화
(electrification)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측면에
서 의미있는 카본 프리 구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관광이 주요
산업인 탓으로 수송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비중이 높다. 따라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카본 프리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 카본 프리 정책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의 보급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더불어 양대 정책 수단이자 목표이다.
아울러 제주 카본 프리 계획 상에서는 해저케이블(또는 HVDC 시스
템) 통해 육지부로부터 받는 전기에너지도 카본 프리 대상이다. 즉, 제주도
에서 소비되는 전체 전기에너지를 신재생 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제주
카본 프리 계획의 목표이다.

2012년 최초의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
① 2012년 최초의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목표
2012년 최초의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목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온실가
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비전 실현에 앞장 서는 것이다. 양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배출 전망(BAU) 대비 41% 감축, 2030년 90% 이상 감축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주 전 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기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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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2년 최초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단계별 목표
2012년 최초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단계별 비전과 목표치는 (표 1)
과 같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비전과 내용
“세계 1위 탄소경제권 도시 구현”
1단계 (2013~2017)

2단계 (2018~2020)

3단계 (2021~2030)

카본 프리섬 시범모델 구축

카본 프리섬 기반 구축

카본 프리 제주 구현 마무리

•신재생 에너지 1271GWh

•신재생 에너지 401GWh

•신재생 에너지 7316GWh

•전기자동차 2만 9000대

•전기자동차 5만 4000대

•전기자동차 39만 2000대

•충전인프라 1만 5000대

•충전인프라 4만 9000대

•충전인프라 35만 4000대

•AMI 보급 100%

•280만톤 온실가스 감축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2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세부실행 로드맵’

③ 2012년 최초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내용
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가파도 Carbon Free Island 구축 완료 (2012년 8월)
 세계 최초 탄소없는 섬 시범모델 구현, 2012 WCC 참관 코스화
▶ 100%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전력공급체계 개편
▹ 1단계(‘20년까지) : 해상풍력 1GW, 육상풍력 300㎿, 태양광 30㎿ 등
 2030년 제주의 총 전력사용량 5268GWh 중 68%인 3585GWh 규모
▹ 2단계(‘30년까지) : 해상풍력 2GW, 육상풍력 300㎿, 태양광 100㎿ 등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녹색교통체계 구축
▹ 2020년 30%전환(9만 4000대), 2030년까지 전면 전환(37만 1000대) 목표
- 공공 부문, 렌터카 등 대중교통부터 우선 전기차 도입·운영
▹ 제주 전역 전기차 운행 인프라 구축(‘12년 445기⇒’30년 22만 50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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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색산업 신성장 동력 육성

▶ 제주 전역 스마트 그리드 거점지구화 추진
▹ 연동·노형지구, 중문관광단지 등 우선 확대 적용 및 인프라 구축
- 실증단지 → 거점지구화 → 전국 확산 및 수출 산업화 추진
▹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적 전력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스마트그리드 통합인증센터 및 인력양성센터 설립
▶ 제주를 ‘Global Smart Grid Platform’으로 육성
▶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 17년 공공 부문, ’20년 대중교통, ‘30년 상용차 보급률 100%
▹ 전기차 운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 전기차 활성화 기반 구축 R&D 지원 및 융합서비스 산업 육성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 ‘30년까지 10조 원이 투자된 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 1단계(’19년까지) : 1GW, 2단계(‘30년까지) : 1GW
* 시범사업(‘11 ~ ‘16) : 350㎿(한국전력기술, 한국남부발전)
▹ 제주형 풍력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주도
▹ 가두리 양식 등과 연계한 복합해상풍력으로 개발 관광 자원화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2012. 7. 1)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
▹ 풍력자원을 공공자원화하여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면서 풍력 등 신재
생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도민이익 극대화 추진

④ 2012년 최초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상에서 기대 효과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제주가 선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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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구현 및 전국화 기반 마련
▹ 국가의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Green Car) 산업육성 및 발전 기여
▹ 스마트그리드, 해상풍력 관련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로 수출기반 마련
▶ 제주 전체 온실가스 감축 효과
▹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90%(전력 부문) 이상 감축
- 신재생 에너지 223만 4000t, 스마트그리드 9만 6000t, 전기자동차 48만
2000t 등
▹ 신재생 에너지 UN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 판매
- 6561GWh ⇒ 연간 354억 원 수익 발생
▶ 지역의 관련산업 연관 효과
▹ 생산 유발효과 13조 49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조 8000억원
▹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의 그린 일자리(Green Job) 창출 4만 개 이상
▹ 산업구조 고도화 및 녹색경제 기반 조성
- 녹색성장의 선제적 추진으로 새로운 기회 및 시장의 선점
▹ 녹색체험과 볼거리 등 녹색성장 학습장으로 국내외 관광객 증대

2016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
201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Carbon Free Island 2030 비전 완
성 실행계획’에 의하면 2012년 원래의 계획을 약간 수정하였다. 단계별 이
산화탄소 감축량을 제시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기준값을 신재
생 에너지원으로 발전된 연간 발전량에서 보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으로 변경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량도 약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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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6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단계별 목표
표 2. 2016년 제주 카본 프리 수정 계획의 단계별 목표
1단계 (~2020)

2단계 (2020~2025)

3단계 (2026~2030)

BAU 대비 10.0%(52만t
CO2eq)

BAU 대비 25.6%(138만t
CO2eq)

BAU 대비 50.6%(298만t
CO2eq)

•신재생보급 1,451MW

•신재생보급 2,685MW

•신재생보급 4,311MW

•전기차 13만 5000대

•전기차 : 20만 9000대

•전기차 : 37만 7000대

•AMI 보급 100%

•제로에너지빌딩 확대

•고효율설비 확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7월. ‘제주 Carbon Free Island 2030 비전 완성 실행계획’

② 2016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비젼, 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사업
2016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에서 비전은 멋지게 수정되어 ‘세계
가 꿈꾸는 탄소제로 청정섬, 제주’이다.
표 3. 2016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개요
비전

“세계가 꿈꾸는 탄소제로 청정섬, 제주”

목표

2030까지 전력사용량 100% 신재생 에너지
2030까지 수송수단 100% 전기자동차

1.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청정 에너지 자립섬 실현
추진
전략

2. 전기차 선도적 보급으로 세계 전기차 산업의 메카 조성
3. 스마트 그리드 전역화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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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정 에너지 자립섬

① 전기차 보급 확산

①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핵
심
사
업

2. 세계 전기차 산업의 메카

② 주민참여형 신재생 보급 확대

② 전기차 인프라·기술지원 확대

③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③ 전기차 생태계 구축

3.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①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② 스마트 수용가 확대
③ 스마트 플랫폼 도시 조성

③ 2016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세부 추진 방안
2016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세부 추진 방안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된다. 한 분야가 에너지 생산과 관리 분야이며, 또 한 분야가 에너지 소
비 분야이다.

▶ 에너지 생산 및 관리 분야
▹ (추진목표) 제주도 전력수요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안정적인 신재생
분산발전원 확대
▹ (추진방안)
- 신재생 기반 분산형 전원 Mix 구성 및 탄소 다배출 발전원의 점진적 대체
- 간헐발전의 불확실성 보완을 위한 신재생과 화력이 결합된 기저발전원
구성
- 제주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신재생 발전량의 육지 전송을 통한 탄소감
축량 극대화
- ESS를 통한 신재생 발전원의 안정적 계통 연계 및 전력생산량의 효율
적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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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발전 확대에 따른 계통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통합관리
체계 수립 및 송배전로/변전소 보강

▶ 에너지 소비 분야
▹ (추진목표) 수송 분야의 전기차 보급 및 스마트 수용가 도입
▹ (추진방안)
- 보조금 지원과 사업모델을 결합하여 전기차 보급 가속화
- 충전인프라 선행 구축을 통한 전기차 전환 촉진
-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수용가 유형별 스마트화 추진
- 주거시설(친환경 에너지타운), 상업시설(제로에너지빌딩), 공업시

설(스마트공장), 농/축산/어업시설(스마트팜)

2019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카본 프리
관련 핵심 기술들이 최초 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발전하였고 정책 추진
여건도 크게 변화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주 카본 프리 2030계획’을 체
계화하고 그 내용을 보완·수정하였다.

① 2019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핵심가치와 4대 정책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Carbon Free Island(CFI) 에너지정책을 통해 실현
하고자 하는 3대 핵심가치를 청정, 안정, 성장으로 선정하였다. 궁극적
인 비전 달성의 중간단계로써, 2030년까지 달성 CFI 계획 4대 정책목
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4대 정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목표값을 설정하였다.

444

▹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
▹ 37만 7000대의 친환경 전기차 도입
▹ 최종 에너지 원단위 0.071 TOE/100만 원 실현
▹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표 4. 2019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4대 정책목표 관련 핵심 지표
2017

신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

전기차 보급

최종 에너지
원단위

융·복합
신사업 선도

2020

2022

2025

2030

설비용량(MW)

605

1,137

1,821

2,490

4,085

발전량(GWh)

1,488

2,522

3,720

5,055

9,268

전력수요 대비
발전비중(%)

30

44

59

67

106

전기차 대수(대)

9,206

39,951

92,726

227,524

377,217

전기차 비중(%)

2.5

10

23

52

75

충전기 기수(기)

8,284

22,419

34,603

59,167

75,513

최종에너지소비
(천TOE)

1,510

1,594

1,621

1,603

1,581

전력수요(GWh)

5,014

5,694

62,900

7,600

8,723

에너지 원단위
(TOE/백만 원)

0.096

0.088

0.085

0.078

0.071

생산 유발(억 원)

-

5,838

8,688

7,534

10,341

취업 유발(명)

-

4,989

7,369

6,459

8,951

도민 수익 사업
모델(개)

8

12

18

21

21

② 2019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정책수단
2019년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에서는 5대 정책과제별로 2개의 정책
수단이 설정되고 각각의 정책수단에 대해 세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이행함
으로써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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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9 수정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정책과제 별 정책수단
정책과제

정책수단

세부 정책수단
청정 태양광 보급사업

신재생 에너지
기반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실현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자립형 풍력 보급사업
기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 에너지
한계용량 및
유연성 증대

신재생 에너지 한계용량 증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
전기차 단계적 전환 지원

인센티브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이용 불편 제로화
전기차 이미지 강화

전기차와 충전기
확대로 청정 수송
시스템 달성

내연기관 제한정책 로드맵 발표 및 홍보
내연기관 운행 및
도입 제한

공공부문, 선도기업 시범사업 추진
Carbon Free Zone 및 Carbon Free 등급제 스티커 도입
규칙/지침, 조례 제·개정을 통한 신규 도입 및 운행제한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사회 구현

고효율 에너지
사용 기기 및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도입
건물부문
에너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고효율 에너지 사용 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도입
맞춤형 에너지 수요관리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시행
배터리 재활용 ESS 활용 비즈니스모델 확산
에너지 분야 블록체인 사업 도입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성장
동력 확보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E-mobility 통합 서비스 신산업 육성
도민DR(수요반응) 사업 추진
VPP(가상발전소) 사업 추진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 경영시스템(xEMS, EnMS) 산업 육성

융·복합-상생
성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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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V-BC 융·복합 단지 조성
전기차 확대에 대응한 상생 방안 마련

정책과제

정책수단

세부 정책수단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전문성 강화 및 이행평가 체계 마련
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도민 참여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도민 참여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제주에너지공사 역량(인력, 예산) 강화
친환경적 CFI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도민 수용성 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CFI 교육 및 홍보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확대 및
기반 구축

제주형 공공 주도-도민 참여 재생 에너지 개발 모델 적용
제주 CFI 금융상품 출시

5.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실행 성과
매혹적인 제주 경관을 감상하는 관광객에게 눈에 띠는 사물이 풍력발전
기이다. 우리나라 풍력발전에 대한 최초의 시범단지가 구축된 곳도 제주
도이다. 1993년 에너지기술연구소가 제주도 월령에 풍력발전기 100kW 1
기, 30kW 2기를 설치하고 전력계통에 연결해 실증연구를 진행하였었다.
최근 수년 사이 전기자동차의 제주 보급은 두드러졌다. 전국적으로 배정
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자가 없어 사용을 못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예산까지를 가져와 제주도에 전기차를 보급시켰다.
그 결과가 2020년 1월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의 20%가 제주에
있다. 또한, 2014년부터 매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Expo)의 성공적인 개최는 제주 카본 프리
와 제주가 전기자동차의 메카임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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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본 프리 정책 중앙정부 정책으로 진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의 노력
과 성과는 지방정부의 정책인 제주 카본 프리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의 지원 약속을 이끌어 내는 바탕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제21
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카본 프리 아
일랜드 제주 2030 정책’을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저탄소정책임
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2016년 6월 10일 환경의날 기념
행사에서 환경부장관이 제주 카본 프리 정책 지원을 약속하였고, 2017년 3
월 17일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참석하여 제주 카본 프리 정책 지원을 다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제주 공약에 제주 카본 프리 계획 지원 내용이 반영됨
(표 6)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 중 제주 카본 프리 지원에 대한 부분
이다. 문재인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원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제주의 카본 프
리 정책은 코드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공
동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함은 큰 아쉬움이다.
표 6.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카본 프리 지원 공약
¤

탄소 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용편의 증진 및 실증사업 지원
-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 전기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전기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구현 및 실증사업 지원

¡

전기차포럼 EV-MICE 융복합산업 활성화
- 제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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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성과
연도별 제주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누적 보급 용량을 (그림 1)에 나타
내었다. 2019년까지 발전설비 누적 보급 용량은 풍력발전이 290MW, 태양
광발전이 261MW이다. 2012년 제주 카본 프리 2030계획 추진 이후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201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보급 증가는 둔화되었고, 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의 가격
하락에 기인하여 태양광발전 설비의 보급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제주도 신재생 에너지(풍력, 태양광발전) 발전설비 보급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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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추세가 (그림 2)에 나타나 있으며, 풍력
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도 설비용량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도 전체 소비 전기에너지 대비 풍력발전과 태
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너지 비율은 매년 상승하여 2019년 약 14%에
도달하였으며, 이 비율은 폐기물 소각과 수입 바이오기름을 연료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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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전된 전기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의 신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비교하면 제주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독보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달성하고 있다.

그림 2. 제주도 신재생 에너지(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발전량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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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성과
2019년 12월 말 기준 제주도에 누적 보급된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현황과
2019년 12월 한 달 간 전기자동차 충전에 사용한 전기에너지량 통계를 (그
림 3)에 나타내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는 1만 8128대(전체 차량 대비 4.69%)이었으며 충전기는 1만 3872기(급속
1027기)이었다. 2019년 12월 한 달간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사용한 전기에
너지는 5.2GWh이었다.
(표 7)에 우리나라와 제주의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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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인 제주도에서 차별적으로 많은 전기자동차 보
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 비율
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2016년 전국 전기자동차 보급의 63%가 제주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전기자동차 성능과 경제성에 대한 다른 지자체 소비자의
확신이 형성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인 보급 노력하에 전기자
동차에 대한 도민의 앞선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같은 전기자동차 소비시장이 형성된 데에는 제주특
별자치도와 도민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에 제주특
별자치도를 전기자동차 보급 테스트베드로 간주하고 지원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성공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하다.

표 7. 우리나라와 제주의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전국(대)

338

753

780

1,075

2,907

5,914

13,826 31,696 32,629 89,918

제주(대)

46

144

160

409

1,615

3,706

3,087

7,185

1,826

18,178

제주비율

14%

19%

21%

38%

56%

63%

22%

23%

6%

20%

451

그림 3.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보급현황과 전기자동차 소비 전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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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이 추진된 이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수록하였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
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제정하고
‘전기차의 날(5월 6일)’의 지정과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전기차배터리산
업화센터의 개소, 전기차 에코랠리대회의 개최는 전기자동차 문화 창달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모범적인 사업 사례가 되었다. 제주특
별자치도와 중앙정부가 지원하여 시작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전기자
동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와 행사로써의 성공은 새로운 기술문명이 시
작될 때 토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지를 가
르쳐 준 값진 사례가 되었다.

표 8.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 Int’ EV EXPO) 6번 개최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차 에코랠리대회 6번 개최
- 2011, 2013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지정됨
- 2015년 8월 우리나라 지자체 중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 전기차 모범도시상
을 수상한 5월 6일을 전기차의 날로 지정함
- 2015년 ‘2030년 전기차 100% 전환을 위한 전기차 중장기종합계획(2015~2030)’수
립
- 2017년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자원화 센터 구축 개시, 2019년 6월 전기
차배터리산업화센터로 개소함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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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의의
지구온난화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제주 카
본 프리 계획
2012년 수립된 인구 60만 이상이 거주하는 제주도 전체를 목표연도 2030
년까지 카본 프리 지역으로 구현한다는 제주 카본 프리 정책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이 발표되고 5년
후인 2017년 중국 하이난성을 카본 프리 지역으로 구현하겠다는 발표가
있을 정도로 제주의 카본 프리섬 정책은 대단이 선도적인 정책이다. 2019
년 말 기준 제주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약 14%를 신재생 발전을
통해 충당하였으며, 제주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약 5%인 1만 8000대의
전기자동차를 제주에 보급하였다. 제주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통해 카본 프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카본 프
리를 향해 단계단계 접근하고 있다.

제주 카본 프리섬 정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에너지정책이 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계획을 발표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
차 보급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이 중심이다.
세계환경보전회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제주평화포럼, 2016년
GGGW(Global Green Growth Week) 등의 국제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제
주 카본 프리 정책이 전세계에 널리 홍보되어 있다. 2015 파리 기후변화 대
응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 카본 프리 정책을 우리나라의 대표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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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 감축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
통령의 제주에 대한 대통령후보공약에 ‘탄소 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반영되었다.

제주도는 최적의 카본 프리 테스트베드임

① 적절한 규모
제주도라는 섬은 인구수와 지역의 공간적인 크기가 카본 프리를 위한 정책
의 도입, 기반의 구축, 신기술 적용 및 결과의 검증에 적당한 규모이다. 스
마트 그리드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 도입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절하고 효과 검증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함에 있어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이동거리가 짧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충
전인프라와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에 용이한 이점이 있다.

② 유리한 지리적, 기후적 여건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독립된 전력계통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독립된 통계분석이 가능하고 바람 자원이 풍부해 풍력발전 사
업의 경제성이 높다.

③ 유리한 정치적 여건
친환경적이고 첨단기술의 이미지가 강한 카본 프리 정책의 추진은 관광지
제주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독자적인 법제정에 재량권
을 갖고 있음으로 카본 프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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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인 전기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제주
전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비율이 1%를 넘은 나라가 10개국 정도
가 있으며, 제주지역은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비율이 약
4.69%에 도달하였으며,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외한 순수전기자동차와
충전기의 보급비율은 세계적인 순위에 올라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기에너지 공급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약
14%에 도달하였다.
2019년 9월 한 달간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약 1만 7000대가 사용한 전
기에너지 5.4GWh는 제주지역에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으로 발전한 전
기에너지 51.1GWh의 약 10.6%에 해당하며, 이 비율을 확대 추정하면 현재
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으로도 전기자동차를 약 17만 대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산적으로 지금의 2배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이 있다
면 현재 제주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만큼의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전
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 풍력발전 설비가 290MW, 태양광발전 설비가 261MW 보
급된 제주도는 기술적인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
치는 영향, 달리 표현하면 신재생 발전시설의 수용성을 연구할 수 있는 최
적의 테스트베드가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9년 말 기준 약 1
만 8000대 전기자동차와 약 1만 3000기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는 제주도
는 전기자동차 운행기반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구
현되어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전기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응용기술을 테스
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최적의 테스트베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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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시점 현안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제주도에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
치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설치에는 아직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
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1번지임을 감안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중요성
에 대한 제주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의 시급성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중
산층이 대부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제주지역에 지속적으로 전
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빠
른 시일 내에 대규모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홍보 필요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야기되고 있고 이에 따른 환경 위기의식이 고
조됨에 따라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이 각광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친환경 이미지는 제주 관광
산업과 연계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리라 예상된다. 그 간의 제주 카
본 프리섬 계획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
요가 있으며, 온실효과 및 지구온난화 대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국제기구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도 시너지효과를 낳을 수 있는 시기적절한 시도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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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장기, 단기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 추진에 따른 분명한 과업의 할당과 추진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달성 정도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도민을
포함한 대내외적인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의 중요성과 달성 성과의 홍보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주 카
본 프리섬 계획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주체도 필요하다.

8. 결론
인류는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동력을 얻어 현재의 문명을 이룩했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날 인류의 인위적인 대규모 이산화탄소 배
출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있고 인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빠른 시
일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 중립이 달성되는 카본 프리 문명을 구현하지 못
한다면 인류는 화려한 물질문명의 역사를 남기고 지구에서 사라질 가능성
높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 제주의 카본 프리 계
획은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그렇게 되어서 인류에게 좋은 모델로 우뚝서야
한다. 2030년이 제주 카본 프리의 원년으로 되어 있지만 제주 카본 프리섬
계획을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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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각종 자원이용에 한계가 있어 지
속적인 인구 증가와 난개발 등에 따른 주택 수급·지역간 불균형, 원도심 침
체, 경관 훼손, 공유자원의 남용과 파괴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는
기존 성장위주 정책에서 성장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관리 정책으로
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는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의 무분별한 성장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정책
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도시성장
관리(Urban Growth Control) 정책으로 대표된다. 도시기반시설의 활용과
서비스의 용량 한계, 도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도시는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
주 역시 계획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미래비전의 핵심가치
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 하에 성장과 보존이 함께 조화가 될 수 있는 성장관
리 정책이 필요항 시점이다.

2. 관련 이론 및 정책
도시성장 관련 이론

① 도시(지역) 성장이론
도시(지역)성장이론은 도시의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성장
의 유형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크게 경제성장의 지역적 현상을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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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정 차원에서 설명하는 실증이론(positive theories)과 지역발전을 의
도적으로 촉진하는 전략을 다루는 규범이론(normative theories)으로 구
분된다. 실증이론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지역발전이론도 지역간 불균형 현
상의 제거를 위해 정책 방향이나 전략을 제시하고, 규범이론도 실증이론의
논리나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두 이론간의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 또한 도시(지역)성장이론은 불균형성장이론과 균형성장이론, 그
리고 수요공급중심의 성장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균형성장이론과 불균
형성장이론 모두 궁극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추구하나, 초기 출발점에서 투
자와 집중의 우선순위에 차이점이 있다.

② 균형성장이론
균형성장이론(theory of balanced growth)은 모든 부분을 발전시키자는
개념으로 부문간 보완적 투자(complementary investment)를 통한 동시
적인 발전(simultaneous)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로젠스타
인 로단(P. Rosenstein- Rodan,1961)과 경제학자 넉시(R.Nurkse,1953),
Lewis(1954)에 의해 주장된 균형성장이론에 의하면 경제 내 모든 산업부
문이 일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 전략들
은 한 부분의 유효수요가 다른 부문의 활동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을 가정으로 하여 산출에 대한 적정한 유효수요를 유발할 수 있도록 부
문간에 주어진 자원을 적정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osensteinRodan(1961)은 저개발국 빈곤의 원인을 자본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하며
저발전국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최소 필요 수준의 성장을 이루는 이른바 ‘빅 푸시(big-push)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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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균형 성장이론
불균형성장이론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부분을 발전시킬 수 없으므
로 우선 가장 경쟁력 있는 선도적인 한 사업을 집중 투자하고 발전시켜 거
점을 육성하고 그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개념으로 산업연관효과가 큰 선도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투자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 Hirschman(1958)
은 『The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을 통해 균형발전이론에
서 제시한 ‘빅 푸시 전략’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전제하면서
불균형성장이론(theory of imbalanced growth)을 제안하였다. 불균형성
장이론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초기투자에 있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
에 집중투자하는 불균형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파
급효과를 통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불균형성장이론은 Hirschman의
극화발전이론, Myrdal의 누적성장이론, Friedmann의 중심-주변부이론,
Perroux의 성장거점이론으로 분류된다.
성장거점(growth pole)은 1950년 페루(F.Perroux)에 의해 제시된 개
념으로 슘페터(J.A.Schumpeter)와 케인즈(J.M.Keynes)의 개념을 프랑스
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시킨 거점성장이론을 구체화 한 것이다. 1960
년대부터 지역개발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써 성장거점전략은 각국에
서 채택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 수도권 인구집중의
완화, 1970년대의 거점개발방식, 1980년대의 성장거점도시의 지정 등으로
성장거점전략을 부분적으로 원용해 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성장거점전
략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그
전략은 수정되어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이라는 보다 포
괄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개발전략으로 대체 되었다. 성장거점이론의
문제점으로는 주변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거점에 집중투자 한 결

463

과 성장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론을 정책으로
선정하고 실행 후 혁신 확산이 불확실하며 성장거점도시 선정기준이 정치
적이고 적용국가에서 효과가 불투명하다.
중심-주변부모형(core-periphery model)은 선진지역과 후진지역간
경제성장 격차의 지속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총칭한다. 경제성장은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며 경제성장의 선도지역은 주변지역의 자
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선도지역의 상대적인 비교우위성 때문
에 선도지역과 주변지역 간에는 불균등관계가 지속되는 세가지의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이론들은 지속적인 지역 격차의 극복을 위해 정부 개
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도시성장관리 정책

① 도시성장관리 개념의 진화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
대 초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써 미국의 Urban Land Institute에서 ‘성
장의 관리와 규제(management and control of growth)’라는 용어를 사
용한 것이 시초이다. 원래는 용어의 의미 그대로 도시의 물리적 성장을 규
제(anti-growth)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도시
의 성장으로 인한 물리적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성장의 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발전되었다. 따라서 현대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도시성장관리는
일정한 도시공간 내에서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성장과 무
질서한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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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시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성장관리의 목적은 개발과 보전간의 동적인 균
형, 개발과 기반시설 제공간의 균형, 성장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와
소요재정 조달간의 균형, 성장과 형평성간의 균형 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
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면서
적정수준의 도시성장을 공간상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도시공간의 범위를 초월한 광역적
범위까지 고려하면서 개별도시의 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
양한 정책목표, 즉 농지 및 녹지 등 도시 내·외부의 자연자원을 보존, 양질
의 공공서비스 수준 유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원인자 부담 등을 실
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DeGrove(1991)는 도시성장관리의 추세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3단계
로 구분하였다. 1970년대 이전 단계, 즉 도시성장관리의 도입기는 주로 환
경과 환경자원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성장관리 정책을 표방하였다. 1980
년대에는 1970년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가치를 보다 광
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개발과 자원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목표를 중요시하게 되면
서 성장관리를 위한 보다 폭넓은 목표와 기법에 제시되었다. 특히, 1990년
대의 개발과 보전 간의 동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입된 다양한 도시
성장관리 프로그램이 현재의 도시관리 체계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대
표적인 성장관리 프로그램으로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성장유도 프로그
램, 도시성장경계, 성장률설정제도, 개발업자비용부담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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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장관리 정책의 추세
1970년대

· 환경적 관심에 기초
· 급격한 성장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 방지가 주목적

1980년대

· 삶의 질을 비롯한 광범위한
가치를 지향
· 기반시설의 적정수준 유지
· 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
· 지역 경제개발 촉진
· 저소득층 주택취득 기회 제공
· 압축적 도시개발패턴 도입 등

1990년대 이후

· 개발과 자연자원의 보전
간에 동적인 균형 추구
· 삶의 질 향상
· 효율적 도시형태 구축 등

자료 : DeGrove, John M. eds., 1991. Balanced Growth: A Planning Guide for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City Mangement. p.22～40(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서울시 성장관리 모니터링 체계구축’ p.9에서 재인용)

② 도시성장관리 정책
정책적 수단으로써의 도시성장관리는 전통적 토지이용 규제 수단이 가진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규제 수단인 지역지
구제(zoning)나 대지분할 규제(subdivision regulation)는 미래에 일어날
토지이용의 용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시점의 개발수요를
적절하게 유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크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농지 및 산림 등 자연자원의 훼손,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교통
의 혼잡 등 사회문제가 점차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개발에 대한 적시
적인 공공·기반시설의 공급에 대한 유연한 대응은 전통적인 규제 수단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연한 대응
은 지역지구제 등이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서 개발수요와 관리의 ‘최종적
인 균형상태(ultimate equilibrium)’를 추구하는데 반해, 도시성장관리는
사회·경제·환경적 요소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감안하여 ‘진행적 균형상태
(ongoing equilibrium)’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집행되는 여러 수단의 효과에 대해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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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다. 도시성장관리정책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도시 확산을 규제하
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구입능력을
저해하며, 정책개입이 인종통합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주택개발방식을 통해 토지이용을 줄일 수 있으며, 설령 주택가격이 상승한
다 할지라도 직주근접에 따른 교통비용 감소와 계획적 개발에 따른 쾌적성
증가 등 정책에 의한 어메니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거비용의 상승효과를
상쇄한다고 주장한다.

③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 정책
한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시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정비 정책까지 여러 성장관리 정책이 추진되
어 왔다. 1960년대에는 제조업·교육·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 정책, 1970년
대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수도권 입지 억제, 공장 이전의 촉진과 공장 신
설의 억제, 교육기관의 신증설 억제, 인구유입 억제를 위한 주민세 부과가
있다. 1980년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억제,
대학증원 억제가 있으며, 1990년대는 과밀 부담금제도와 공장총량제 등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선계획-후개발 체제가 도입되었다. 2002년 제정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는 기본적으
로 용도 규제를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
고 국토를 환경친환경적으로 개발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중심의 관리기
법을 도입하였다. 국토 및 도시 관련법에서 도시개발을 유도하거나 계획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구역지정 수단은 도시화예정용지, 시가화예
정용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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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 토지이용관리제도는 대규모 개발 입지를 관리하는 제
도와 소규모 개발 입지를 관리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 입
지는 용도지역제와 각종 개발사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그 외 대규
모 개발 입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관리되기도 하는데 도시·
군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단계별 토지수용량의 제어를 받는다. 소규모 개발
입지는 용도지역제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기반시
설 확보를 전제로 소규모 개발 입지를 집단화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방안,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등이 있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를 위한 제도는 대표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군기본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방안이 있다. 시가화예정
용지제도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용지를 비
시가화지역에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수단이다. 도시·군기본
계획에서 각종 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총량, 입지, 시기를 조정한
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기반시설의 공급이 쉽지 않은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더불어 우리나라 기반시설연동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부담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신규 개발과 기반시설 공급 등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향후 개발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지역(성장관리지역)을 선제적으
로 설정하고, 이 지역으로 개별입지를 유도하여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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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및 국외 사례
국내 사례

① 개발행위허가 사례
경기도 고양시 JDS지구 개발행위 제한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
반시설과 건축물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례
가 있다. 2011년 운영기준이 제정되었는데 JDS지구에서는 도로설치 관련
개발행위허가상 진출입로 활용을 권장하고 도로폭원은 제시기준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② 인구 증가 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 사례
세종시의 행복도시 주변 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 등 6개 면의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으로 도로 폭은 6~10m로 계획하고 쪼개기 식으로 수차례 개발
시에는 전체를 합산하여 개발 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였
다. 산림 훼손은 6부 능선 이하와 내부도로 경사율을 14%가 되도록 지형순
응형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③ 소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 사례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일원을 대상으로 성장관리지역 가능지역 중 개
발제한지역을 제척하여 개발가능지역을 도출한 후 최대구역, 최소구역, 기
존 마을 및 진입도로를 고려한 성장관리지역 3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다. 주
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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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을 미리 결정,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내 민
간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권장용도 이행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일원 영종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
요 내용은 미개발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하였고, 주변 개발지
역과 연계되는 계획을 통해 장래 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마
련하였다.

국외 사례

① 미국
미국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도시문제 중의 하나이
다. 무질서한 도시 확산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다양
한 성장관리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은 ‘스
마트성장(Smart growth)’이라는 보다 대중적인 용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 수단은 광역행정,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규제, 투자와 인센티브 등이 있고, 대표적인 실행수단은 적정공공
시설요구제(APFR), 성장단계프로그램(GPP), 계획단위개발(PUD)이 있다.
성장단계프로그램은 신규 개발의 입지를 일정한 지역으로 유도하거나 허
가시점을 규제하여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
이다. 계획단위개발은 교외지역이나 전원지역의 신주거단지 개발을 위하
여 사용하는 기법으로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단지계획을 자체적으
로 마련하여 지자체와 상호협상 및 심의과정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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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국
영국은 공간계획 및 정책이 공간관리의 방향과 지침만을 제시할 뿐이며 개
인의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중앙정부의 개발계획
계획정책지침(PPG)과 지역계획지침(RPG)을 기본으로 지방정부의 세부
개발계획에 맞춰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을 개정
하여 모든 토지의 개발권을 국유화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신청에 대해 도
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계획허가제를 도입하였다.

③ 일본
일본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체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비도시지역의 개발 문제와 가장 관련이 많은 성장관리제
도는 시가화진흥구역(UPA)과 시가화조정구역(UCA) 등과 같은 구역지정
수단이다. 센비키(선긋기)제도는 도시 외곽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을 시가화구역으로 유도하고, 시가화구역의 개발용
토지가 소진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의 일부를 시가화구역
으로 전환하여 도시 개발의 무질서한 외곽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시
가화조정구역은 장기적인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영국의 그린벨트나 우리
나라의 개발제한구역과는 다른 성격으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단계적으
로 개발용 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미국의 도시성장구역과 비슷한 제도이다.
시가화진흥구역은 향후 10년간 개발이 일어날 지역을 미리 결정하여 민간
개발의 입지를 일정 지역 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강한 의미의 성장관리제도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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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이용 관련 제주의 이슈
제주지역 내 지속적 인구 증가 가능성

① 현황
제주의 인구는 1987년 50만 명에서 26년만인 2013년 60만 명을 돌파하여
2019년 말 67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특히,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연간 1만 6880명이 늘어 매월 1000명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외국인 인구는 2005년 2178명에서 2014년 1만 4204명으로 10년
간 약 7배 증가하였다. 제주의 인구는 2008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서울과 경기 등을 중심으로 인구유입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도 인구는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현상을 나타내며 내부 자생적 발전에 의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순유입이 많은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이후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기 계획이 확정된 혁신도시, 제주삼화택지개발
지구, 서귀포강정마을 개발 등 개발사업의 현실화와 관광 개발의 본격화,
각종 제도적 기반 변화, 귀농·귀촌 선호 분위기 확산, 청정 1차산업, 지역의
공간구조상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한 생활 여건, 초중고 자녀들의
학군 및 교육 여건이 가진 경쟁력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유입 지역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 이동 특성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2010년대 초반에 비하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언제 다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지는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대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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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슈
제주의 인구 증가에 따른 주요 이슈로 첫째로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을 들
수 있다. 최근 제주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 문제
가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주거·교통·주차·환경·쓰레기 등 정주
환경 문제가 있다. 교통 등 정주여건 악화, 환경·경관 문제, 도심권 공동화
와 무분별한 개발,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증가 등
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셋째, 정착주민과 이주민간 소통 문제가 있
다.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기존 주민과 이주민간의 마을회비 거부 문제
와 재산권 행사 등의 갈등 들이 유발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이주민 정착을 위
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인식한 도민들은 제주 비전을 설정
하였는 바,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제시했다. 공존의 가치는 자연과 사
람,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정주민과 이주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가치이
다. 넷째, 난개발 심화와 환경 파괴가 있다. 외부 유입 인구의 증가로 녹지
지역 개발 수요와 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 수급의 적정화 곤란

① 현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014년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
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제주지역은 9.4%로 전국 대비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관광경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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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및 투자심리 확대, 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 진행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이슈
제주의 부동산가격 급등은 임대료 급등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
순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투기의 만연, 택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택지가격의 상승은 주택난을 더욱 심
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주택난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이 초래되어 주택 부족도 우려된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기존의 도시개발사
업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규로 계획된 계획 개발이 없는 실정으로 주택공급
(아파트)의 경우 부지 확보에서 입주까지 최소 5~7년이 소요됨에 따라 주
택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소수에 의해 땅이 독점되어 지가
상승을 겨냥한 투기요소가 만연된 상태에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
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제주지역 경제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제주지역의 높은 물류비용과 더불어 제주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행하는 가계나 기업에 원가 상승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제
주지역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할 때 임대료의 상승은 건물을 임대하
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역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 심화

① 현황
제주의 총 인구는 2019년 기준 67만 명으로 제주시에 73%, 서귀포에 26%
정도가 살고 있다. 2010~2014년 기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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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귀포시 1.2% 이다. 2011년 이후 서귀포시 지역의 인구 증가세가 높
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제주시 37만
2431명(73.2%), 서귀포시 13만6454명(26.8%)으로 2010~2014년 기준 경
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제주시 1.4%, 서귀포시 0.2% 이다. 주민등록인구와
동일하게 2011년 이후 서귀포시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제주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2조 7070억 원으
로 지역별로는 제주시 8조 8060억 원, 서귀포시 3조 9010억 원이다. 2012
년 제주도 전체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12조 7000원으로 전년 11조 8000억
원보다 약 8600억 원(7.3%)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전년 대
비 6800억 원(8.4%증가), 서귀포시 1700억 원(4.7%) 증가하였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12년 기준 도전 체가 2269만 2000원이며, 서귀포시
2628만 9000원, 제주시 2139만 5000원이다. 또한 2010~2012년 기준 1인
당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은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제주의 산업 부문을 보면 지역별 사업체 수는 2013년 기준 제주시 3
만 8220개소(73.9%), 서귀포시 1만 3507개소(26.1%)이다. 2009~2013년
기준 사업체 수 증가율은 제주시 2.8%, 서귀포시 3.8%이다. 제주시는 2010
년 사업체 수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13년 기준 제주시 17만 1926
명(75.8%), 서귀포시 5만 4808명(24.2%)이다. 2009~2013년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제주시 2.9%, 서귀포시 4.2%로, 제주시는 2011년 사업
체 종사자 수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의 고용율은 2014년 기준 제주시 65.2%,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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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이다. 2010~2014년 기준 각 지역별 고용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제주
시 지역보다 서귀포시 지역의 고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제주의 공공서비스 부문은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역격차 평가 결
과 제주시의 발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시는
교육서비스 및 유아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
비스 부문의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시
의 보육서비스 및 문화·여가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이슈
제주지역의 2010~2014년 기준 인구증가율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서
귀포시에 비해 제주시의 연평균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GRDP에서도 제주시는 69.3%, 서귀포시는 30.7%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
기반도 상대적으로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의 소득수준을 나
타내는 1인당 GRDP는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 증가율(2009~2012년 기준)의 경우 제주시에 비해 서
귀포시의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의 경우도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역시
서귀포시의 고용률이 제주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
지 등 여가시설이 서귀포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제주시의 문
화·여가서비스 부문의 발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았을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간 격차가 발생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삶의 편의를 위한 각종 도
시시설을 지역에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서로 부족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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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도농 특화와 융합이 가능
한 생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이용변화의 예측과 그에 따
른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의 균형적 공급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산간, 곶자왈, 해안지역 등 난개발 및 과잉개발 우려

① 현황
제주도 중산간지역은 통상 제주도의 해발고도 200~600m를 지칭하는데
제주도 전체면적의 21.9%(589.7㎢)를 점유하고 있다. 중산간지역이 공식
화 된 것은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2조와 23조의 중산간 보전지역
의 지정 및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여기에서 공간적 범위를
해발 200∼600m로 제시되면서 부터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중산간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
해 해발규정은 없어지고, 동법 294조와 295조에 공간적 범위가 관리보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다만, 중산간지역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 협력(완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개발 사업은 2015년 기준 38개소(일부 준공 23개소, 공사 중 15개소)
에 17조 17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의 관광개발사업
은 그 동안 꾸준한 투자유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과정
에서 개발사업들이 환경이 우수한 중산간지역에 위치하면서 난개발의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산간지역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절·상대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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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GIS시스템을 통해 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제주 곶자왈은 제주지역 중산간지역으로 중심으로 관리보전지역 내
에 대부분 분포하고, 일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
다. 곶자왈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제도적 근거
를 가지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행위 제한을 하고 있다.

② 이슈
중산간지역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보다 제주도의 독특한 지형, 생태계,
경관, 지하수 보존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공감하고 있다. 중
산간지역은 200m 이하 해안개발지역과 한라산 지대를 연결하는 생태적
완충지대(곶자왈, 오름 포함)로서 중산간지역을 보전하느냐 또는 개발하
느냐에 따라 제주 자연환경의 미래상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중산간 지역
의 생태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제주경관을 형성하는 기본 요체로 한라산과
더불어 제주의 경관미를 지배하는 핵심 지역이고, 화산지질 특성으로 수자
원 함양지대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주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부터
인데, 중산간지역의 관광개발사업은 최근 제주도에서 해발 절대고도의 마
지노선을 넘어서는 관광개발이 추진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제주지역 개발사업 특히, 관광개발사업은 외국자본의 대규모 투자과
정에서 자연환경이 우수한 중산간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어 경
관, 환경, 지하수 등이 우수한 지역으로 난개발의 우려 증가되어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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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 연안은 최근 관광
객의 증가 및 개발사업의 급증으로 인해 자연환경 및 경관이 크게 훼손되
는 추세에 있으며, 연안지역은 국토법, 경관법, 해양 관련법, 환경 관련법,
관광 관련법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발의 교외화에 따른 원도심 침체

① 현황
제주시 원도심은 1970년대까지 도심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1980년대 신
제주(신도심)가 조성 완료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부터 지역상권이
침체되며 현재까지 쇠퇴하고 있다. 원도심은 탐라국 시대부터 마을이 형성
되어 많은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와 산지천, 병문천 등 친
수공간이 있다. 또한, 국제공항과 여객터미널(항만)이 인접해 있어 국내외
접근성이 높고, 동문시장, 중앙지하상가 등 활용가능한 상권이 밀집되어
복합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은 행정구역상 일도1동, 이도1동, 삼동2동, 건입동 일원
을 말하며, 제주시 원도심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경
제적 소비수준이 낮은 취약계층과 고령자 비율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원도심은 대부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집객시
설 및 주요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건축물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주거지 및 상업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되고 있다. 원도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으로 단
순한 산업·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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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슈
제주 원도심 쇠토 외부적 요인으로는 제주도심의 외연적 확산과 공공기
관 이전(구제주→신제주)에 따라 기능적 쇠퇴와 집객기능이 약화가 있다.
1970년 후반부터 신제주 개발(연동, 노형동)과 이에 따른 1980년대 도청,
경찰서, 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신제주 이전이 시작되었으며, 도시재
정비 촉진지구 지정(2008~2011년) 및 해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
한 불신 심화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제주의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에 따
라 도심 교외화에 대응한 원도시 도시정책이 미흡하고, 제주공항 및 제주
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원도심 유입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제주 원도심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원도심의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상
점가의 조기 영업 종료 등 악순환이 지속화되고 있다. 노후화된 상점 및 주
택 등 건축물의 자체적 개선 노력이 미흡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의 원도심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다. 또한 제주시 원도심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자원
에 대한 잠재력 인식 및 활용의식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도민들이 공감하는 경관자산의 가치 발굴 및 활용 미흡
유네스코 3관왕 제주의 체계적인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의 필요성 대두되
면서 청정 제주경관의 차별화된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 환경의
품격과 이미지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품격 있는
제주경관 조성을 위한 시도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관심과 지자
체 사업만으로는 제주경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
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공존의 개념아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체계 마련
이 필요하다. 도민들이 공감하는 ‘제주다움’을 대표하는 경관자산의 가치
발굴 및 활용, 극대화 역시 미흡하다. 제주다운 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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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관자원 DB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활
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까지 조사된 경관자원도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경관자원 발굴 및 구축방안, 경관자원의 공인(또
는 고시)체계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경관관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체계 및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 제주의 수려한 청정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인공
경관(건축물, 시설물 등)의 정비 또한 시급하다. 성장논리에 따라 무분별하
게 개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 및 해안지역의 파편화, 몰개성화 등
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따라 개발압
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경관자원과 개발이 가능
한 지역을 검토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적절한 개발을 유도하고 거시적인 경관계획
(경관권역, 축, 거점)에 부합하는 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계획
과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부합한 실효성이 담보되
는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관법 및 관련법령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
관 및 관리계획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현재는 계획대상지 전체에 대한 계
획적 접근보다는 개별적인 지침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주의 미래
경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지침보다는 계획적
측면에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관한 계획
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고, 경관관리 실행력 확보를 위한 경관관리 시스
템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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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무분별한 남용과 파괴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있
는 자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제주의 공유자원으로는 대표적으로 바람(풍
력), 물(지하수), 토지(공동목장)가 있다.
바람(풍력)은 제주도에 9개의 사업자가 총 14곳에서 총 81기, 153.3M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발전설비 중 태양
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는 총 25.5%이다. 제주도 풍력전기
판매수입(총 누적매출액)의 약 75% 이상의 수입을 도외 대기업이 벌어들
이고 있어 지역의 공유자원인 풍력을 개발하여 얻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타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공유자원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하천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있다 하더라도 거의 건천이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용천수(제주어로 산물)와 봉천수, 항을 용수원

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관광호텔·여관·목욕탕·농가 등에서 무분
별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지하수 오염의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이슈
화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제주도가 폐관정을 정리하는 사업 진행을 통
해 2011년에는 4851개로 줄어들었다. 이 중 공설 관정은 총 1248공으로 전
체의 25.7%를 차지하며, 취수허가량은 1일 108만㎥로 전체 취수허가량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사설 관정의 취수허가량은 1일 37만㎥로
전체 취수허가량의 25.6%를 차지하지만 관정은 총 3,603공으로 전체 지
하수 관정의 74.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청에서는 지하수를 공수로 관
리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을 충분히 통제하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토지(공동목장)는 2005년 12월 94개 리 7815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70개(95년에는 82개)의 마을 총면적 8628ha의 공동목장이 있었지만,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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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공동목장으로 이용되는 총 면적의 30%정도만이
공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화 되었다. 제주의 공동목장이 해체되면서 제
주도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겨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이 파괴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관계 또한 해체되는 결과가 초
래되고 있다. 공동목장에 대한 개발 사업은 도민들을 제주의 자연자원으로
부터 소외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삶
의 기반인 곶자왈을 훼손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고갈시켜 지속가
능한 삶을 위협하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제주의 공동목장 부지를 사들여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외지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재투자, 이익
의 지역 환원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 공동번영, 지역 문화와 환경의 보호에
대해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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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미래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
인구를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 방안으로는 미래 인구를 유연하게 설정하
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즉, 시나리오별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전략이다. 먼저 인구 발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향후 제주도가 지향해야할
인구 성장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다.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환경
보전중심 시나리오(봉쇄적 시나리오)와 과거 제주개발 추세 등을 고려한
물적개발추세 시나리오(중립적 시나리오), 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경제목
표지향 시나리오(자충적 시나리오) 등 3가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림 1. 제주도형 인구성장 방법론 (시나리오의 설정)

경제 사회적
(경제성장, 사회경제기반)

제주도형
인구 성장

Smart
Growth

목표인구 설정

물리적

환경적

(도시계획적, 개발용량)

(환경자원 총량, 지하수 용량)
법정계획
(도시기본계획, 상하수도 기본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자료 : 제주미래비전 정책보고서

첫 번째는 환경보전중심의 목표인구 80만 명 시나리오로서 환경중심
가치를 우선 시하여 제주도의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방법론으로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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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가치보다 환경자산 가치를 우선하는 시나리오이다. 현재까지 기존 계
획에서 제시하였으며, 환경보전을 중심가치로 설정하는 점을 강조한다. 목
표인구 80만 명 시나리오의 장점은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최대한 보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가치 자원을 최대 고려하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
환경자원의 보전으로 경제적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며, 상하수도 서비스 등
기반시설 용량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물적개발추세의 목표인구 90만 명 시나리오로서 일반적
물적개발추세를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방법론이며, 개발
과 보전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시나리오이다. 기존 계획에서 제시된
추세 등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목표인
구 90만 명 시나리오의 장점은 과거 수준과 비슷한 적정용량의 도시발전
모델이 가능하고, 현재 수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예측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발전에
제한적이며, 미래 발전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거 추세의 일반적인
목표인구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경제목표 지향의 목표인구 100만 명 시나리오로서 경제발
전의 목표 가치를 우선시하여 환경보전 가치보다는 경제개발의 목표가치
를 우선하는 시나리오이다.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경제적 발전목표를 중심
가치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표인구 100만 명 시나리오의 장점은 제
주의 일자리 창출 목표 도달이 가능하고 제주도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서비스 수준도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목표인구 과다추정
으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로 행정 손실의 우려가 있으며, 제주의 청정한
환경성의 고려가 미흡하게 된다는 점이다.

485

성장유지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

① 기존 시가지의 충진 및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성장유지 및 지역의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을 도입해야 한다.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위해 인구 수용태세 분석
을 통해 시가지 확산 제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각 용도지
역에 해당 밀도대안을 적용하여 기존 시가지에서 추가로 수용 가능한 인구
규모를 추산하여 성장하는 인구를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수용하는 전략이
다. 시가지 밖으로는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여 비시가화지역으로의 시가
지 확산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의 청정가치로 무분별한 시가
지 확산을 제한하고 공존의 가치 아래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
택을 공급한다는 기본원칙으로 도시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하
는 것이다. 엄격관리지역은 중산간지역과 생태보전, 자연문화유산, 공항,
문화재 등 그 가치를 지켜야 하는 지역의 밀도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지정
관리지역은 기존 도시계획 반영하여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등 기
존 건축물 고도 기준을 반영한다. 자율관리지역은 도시 밀도에 관한 규제
를 완화하여 도심기능의 재생 또는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존의 관리방안은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어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모두 허가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반면,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에는 청
정의 가치로 기존 시가화 구역에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여 시가지 확산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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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성장관리지역에는 기존의 개발행
위를 허용하고 성장관리지역 외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식
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이용과 개발행위를 계획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실천적 수단
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조사 후 성장관리지역 설정 과정 등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장관리방안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수립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해야 한다.

그림 2. 제주형 Compact City

도시성장경계

녹지지역

C

B

계획관리
지역

E

A
주거·상업·공업지역

생산관리
지역

D
생산관리지역
자료 : 제주미래비전 정책보고서

②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시가지 평면적 확산을 제한하려 할 경우 개발 가능지의 공급부족으로 저소
득층의 주거 문제가 예상되므로 공존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
성장경계 설정으로 인해 부동산 및 지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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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중심형 발전모델로써 새로
운 택지 공급 추진이 필요하다. 택지 공급 규모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저소득
층의 주거복지 및 지역별 균형배분을 고려한 공공과 민간 주도의 계획적인
개발이 유도되어야 한다. 지역중심형 발전모델의 설정과 신(新) 택지 공급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택지를 공급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제주형 도시간 협력체계
(Inter-Urban Co-operation)를 구축하여 도시지역간 경쟁이 아닌 지역 간
협력을 강조하는 문화적·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택지 규모 및 개발방식
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③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삶의 편의를 위한 각종 도시시설을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빠르고 편리한 경제적인 교
통시설로 연결하여 도농 특화와 융합이 가능한 네트워크 시티(Network
City)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 소생활권(15분)을 중심으로 싸이클앤라이드
(Cycle&Ride, 가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집에서 가까운 간선 버스정류장
(평균 4km 이내)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주차하고, 값싼 간선버스를 이용해
통근 및 이동하는 시스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교통 거점 및 대중교통 거
점지 등에 IT기술을 접목하여 편리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살기 좋은 정
주환경의 편의시설 조성지표를 설정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접근성 기준
을 분석(읍·면 지역 중심)하고, ‘15분 동네지표 분석(15 Minute Analysis)’
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목표치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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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주형 Network City

자료 : 제주미래비전 정책보고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① 획일적 규제체계에서 유연한 허가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현 개발허가체계는 토지 속성과 용도구역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개발행
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규제 방식은 물리적 사항에 대한 제어
는 가능하나 본질적으로 사업의 성능과 내용을 바탕으로 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제주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지켜가면서 개발행위를 제어하고, 공간을 관리해나가기 위해서는 토지 속
성, 용도구역 등 주어진 조건을 기반을 둔 규제체계에서 나아가 협상을 통
해 사업의 내용과 성능을 기준으로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유연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는 크게 사전확정 규제방식과 심의허가
규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국의 경우 심의허가 규제방식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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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Planning Permission)를 토지이용규제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사전확정 규제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
의 근간은 사전확정규제방식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운
용하고 있다. 2001년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의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
록 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명칭은 비슷하지만 영국의 계획허가제와는 차이가 있다.
표 2. 영국의 계획허가제
영국의 계획허가제란 모든 도시개발의 인허가를 지자체가 작성한 자치구 계획에 의거하여 허용 여부를 결
정하는 제도로 모든 건축, 개발행위, 이용변경 등을 계획 주체가 그 계획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개발행
위를 허가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허가의 주체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계획위원에서 결정하고, 사전신청문의제도를
두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계획허가를 받도록 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계획허가제에서도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결
정할 수 있는 심의허가방식을 운용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이 개발행위가 계획과의 부합하는지를 상세한
기준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음.
자료 : 제주미래비전 정책보고서

② 제주형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 운용을 위한 기본 틀 설정
개발사업의 내용을 심의하여 허가를 하는 영국 계획허가제의 큰 틀은 유지
하되, 허가의 판단기준과 세부적인 방식에 있어서 영국과 제주 계획 환경
의 차이가 있으므로 제주에서의 계획허가제 도입 목적(청정과 공존의 원
칙에 부합여부를 기준으로 허가)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제주형 계획허가제 운용을 위해서는 보전, 중간, 이용의 세 가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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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구분하여 중간영역과 이용영역을 대상으로 계획허가제를 도입
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할
보전영역 외에 개발이 허용되는 곳(중간, 이용영역)을 대상으로 허가제
(Permit)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중간영역에 대해서
는 용도지역제와 관리보전구역 등에서 정해진 사항과 함께 사업의 내용
(성능)이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개발사업의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한다. 개발이 허용되는 구역
중 인프라 공급이 용이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구역을 이용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들 공간에 대해서는 공공의 토지
수용을 전제로 먼저 상세한 밑그림(계획)을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계획허가 판단 기준은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의 부합 여부로 개별 사
업의 내용과 성능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목적의 개
발사업이라도 개발방식에 따라 청정과 공존에 부합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실례를 축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정성적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계획허
가제가 제주에 도입 및 정착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획허가 판단기준은 기 추진 중인 사업이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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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주형 계획허가제 운영 기본 틀

바람직한 방향의
이용가능성 포기

<획일적 규제 체계>

<유연한 허가체계>

개발금지
(보존, 규제)

보전영역

이용가능영역
계획허가제

중간영역
부적합한 개발
섬세한 제어곤란

개발허가

영역

이용영역

청정/공존 원칙과
부합시에만 허용

주안점 및 기본 방향

보전영역

생태적 가치가 높고 도민이 생각하는 지켜야 할 자원요소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 되어야 할 구역으로 해당 요소를 적극적으로 보전하여 가치와 잠재력을
보전·증진 시키는데 초점

중간영역

개발 행위 허가는 모두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적인 판단 근거와 지침에 근거하여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용

이용영역

장기적 발전을 위해 활용 잠재력이 높은 영역으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점영역.
사전공모 및 협상의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공존과 청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중간영역과 동일하게
청정과 공존에 대한 부합 여부로 개발사업의 허가를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

자료 : 제주미래비전 정책보고서

③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과 주안점
현재 제주도의 토지이용체계를 기준으로 계획허가제를 어떤 형태로 도입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토지이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에서 정하는 사항을 초월하여 순수하게
계획의 내용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안보다 용도지역제의 틀 속에서 보완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제
한적인 형태이나 개발행위허가제의 심의체계를 활용하여 운용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계획허가제 도입을 위해 청정과 공존에 대
한 원칙이 반영된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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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청정과 공존에 대한 원칙이 반영된 지침과 체
크리스트는 사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행위의 허가
를 위한 판단기준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
록 투명하게 공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 맞는 계획허가제 운영을 위해서는 계획허가기준에 대한 명확
한 지침과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직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 청
정과 공존의 원칙 부합 여부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제주도청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사례에 기반을 둔 지침과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체크리스트 및 지침만
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가칭 계획허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
고,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계획허가 업
무를 담당하는 해당 조직은 도시, 환경, 관광부서 등 다양한 다른 부문의 조
직보다 상위의 별도 조직(도지사 직속조직 등)으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조직의 신설보다 중요한 것은 역량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
한 인력 확보와 해당 인력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안정적으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에 근거한 계획허가제는 협상과 조율을 통해
특정사업이 제주의 청청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치를 증진시
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청정과 공존의 부합 여부에 근거한 계획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
도하는 체계로 제주도가 우리나라 계획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역할
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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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

① 관련 현안 및 기존정책 검토
기존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밀도대안에 따라 재
건축 등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읍·면 중심의 농·어촌 지역은 수요
와 맞지 않는 규모, 저이용되는 공간들에 대해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및 설계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는 기존 택지개발보다는 신규
택지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시가지 확산을 제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지
역의 특성에 맞게 적정 규모의 도시재생 정책을 추구하는 등 지역특성에
따라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입이 필요하다.
제주시 신항만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바, 최신 관광지와 원도심의 문
화유산,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이 조화를 이루는 제주만의 관광환경 창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도심 내 주차 및 교통문제를 타계할 적극적
인 공공교통 대안 마련을 통해 개별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제고하여 다양
한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징성 높은 도심 관광지 조성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1980년대부터 교외지역 택지개발 및 도로 등 기반시설에 꾸준히 투
자한 결과, 원도심 일대는 빈집이 늘고 주거공간이 방치되는 등 공동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원도심 회복을 위해 재정비 촉진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불명확한 사업성으로 인해 해제되었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어서 원도심 공동화를 해소하
기 위한 정주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들은 마중물 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원도심 쇠퇴 문제를 해소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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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전체의 마스터플랜이 부재하고, 신항만 계획과 원도심을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종합화가 부재하다.
기존 도시관리계획은 원도심 지역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형필지로서 용도지역에서 지정한 허용 개발밀도의 수용
이 불가능하고 관덕정과 제주북초등학교가 중심부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의 제한이 많으므로 상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 상황이 있음에도 상업지역 지정에 따라
비합리적인 지가 상승으로 지주의 세 부담뿐만 아니라, 높은 임대료로 거
리 활성화가 부진하며 도시재생 활성화도 저해되고 있다.

②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 도시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향후 새로운 택지공급 등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장으로 인구 유출 및 감소,
주거환경 악화, 지역상권 침체 등 물리적 쇠퇴가 예상되므로 원도심과 교
외지역이 상생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공존의 가치로 지역중심형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동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문화거점 기능 강화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변화, 다원화 시
대에서의 원도심 미래상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이 재해석되
는 공간을 구현하여 문화적 가치와 활동이 융합하여 다양한 가치와 삶이
공존하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원도심과 교외지역의 상생을 위한 거점 공
간을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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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도심과 교외지역의 개선방향
도시정주지
교류 및 문화거점
기능 강화

A지구
F지구

E지구

A지구

B지구

F지구

C지구

E지구

D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자료 : 제주미래비전 정책보고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거 관련 전략으로는 원도심 내 정
주를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롭게 건축하는 경우 장기저리융
자, 취등록세 인하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출을 억제하고 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단독주택 등 정주목적의 구입 및 건축을 지원하는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전통형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기존 주택 개보수비용을 보조할 필요
성 또한 있다. 원도심에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주거환경을 교외지역 신 개
발지 편리성 및 기능성에 대응한 매력요소로 부각시키고 주거의 편리성은
제고시키는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공급
계획을 토대로 일정 비율은 원도심 내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매입형 공공임
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원도심 내 공가를 활용한 주거 빈곤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해야 한다. 또한 원도심 이탈을 막기 위해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교류와 편리성을 증진시키
는 생활기반 및 복지환경을 제공하고 주민 교류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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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항만과 제주시 원도심을 연계한 도시 활성화
신항만과 제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주 신항만의 입도 방식 다변화와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관광거점 조성이 필요하다. 크루즈
관광객들의 관광 특성(단기체류, 고소비)에 부응하도록 신항만을 복합 관
광 거점으로 조성하여 관람과 이동 중심의 제주 관광에서 머물고 즐기는
관광으로의 전환 필요하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 속에서도 관광 여
정을 지속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시로 변화하는 특별한
기상조건과 무관하게 쇼핑, 문화체험, 유흥·위락 등 다양한 실내외 관광활
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제주를 더욱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
들어야 한다.
항만과 원도심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조화가 중요하다. 제주도민의 참여로 조성 가능한 규모와 용도의 관
광시설을 도입하고 크루즈 관광객 등 입도객이 원도심 등 희망 관광지와
쉽게 연결 가능한 접근 수단을 마련하여 신항만 시설이 제주도민들의 삶
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원도심과 신항만이 거리감 없
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원도심과 신항만을 일체
화 공간으로 구성하여 원도심의 활성화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원도심과
신항만간에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서는 문화공간, 음식거리, 수변 프롬나
드(산책로), 공원 등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공유, 교류하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서로의 일상을 교류하고
문화적 삶을 공유하는 글로벌 도시공간으로의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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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관 가치 창출 방안 마련

① 도민참여를 통한 제주 경관가치 인식 확산
도민 참여를 통해 제주 경관가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관자
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수한 제주경관자원을 보전 및 관리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조사단을 구성
하여 경관자원을 발굴한다. 조사단과 조사체계를 구성하여 자료를 구축하
고 경관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최
근 추세에 맞추어 경관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경관자원의 검색·
관리, 연계사업 등 경관 형성, 관리 및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해
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체계화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
트한 제주경관자원 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조사대상인 경관자원에 가치를 부여하여 제주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
는 제주 대표경관자원을 평가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
이 공감하는 제주 대표경관자원에 대한 열린 의견 수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경관 개선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유한 경
관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지도화로 객관적 경관자원 정보 및 관광자원
화 기반 구축하고 향후 제주경관 아카이브, Urban Tourism 등에 경관자원
을 활용한다.

② 실효성 높은 경관관리체계 확립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을 통한 경관심의 및 경관관리 체계 강화,
행정 지원조직 구축으로 환경수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경관관리 실
현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관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이고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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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경관심의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경관자원DB와 경관체크
리스트 등과 연계한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경관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우수한 경관 창출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디자
인이 요구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인 경우 현상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한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 등 건축법상 완화 조항과
특별 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와
조례를 개정한다. 또한, 경관상세계획 수립 및 준수 시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처럼 민감한 지역에 대한 세밀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시, 도시관리계획인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상 경관상
세계획을 수립하되 이를 준수한 경우 행정절차(경관심의)를 간소화 한다.
경관계획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지표
를 개발하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관리시책 추진의 지원수단으로 우수
경관사업 진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민의
모니터링 참여를 통해 경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키
고 경관관리의 공감대 형성 역시 필요하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 경관성과 홍보 및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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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① 공유자원의 활용원칙 설정
공유자원 중 첫 번째 물(지하수)의 경우 최근에 토지 소유와 지하수 소유를
분리해야 한다는 공수론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유하천
과 마찬가지로 공공적 성격이 현저한 지하 수원(水源)은 공공적 관리가 필
요하다. 토지가 구획·분속이 가능한 고체인데 반하여 지하수는 구획·분속
이 불가한 유동하는 액체로 지하수의 양수는 대수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변의 다른 지하수 이용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
에 지하수 이용권은 생존과 직결된 권리로서 토지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사
람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 성격의 관리와 토지이용정책(성장관리방안 도
입)을 통해 공유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토지(공
동목장) 등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정책을 수립하고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
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 도민들의 자
발적인 기부 및 기증 운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가치 있는 자연을 보호하
기 위해 공동목장, 곶자왈을 공유화하는 방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제주의 바람은 풍력발전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데 훌륭한 바람 자
원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은 공동자원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넓게는 인류, 대
한민국 국민, 제주도민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 바람은 물이나 공기처럼 이
용할 수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자원은 아니지만 자연력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
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없는 자원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을 이용할 때 생
기는 혜택은 도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의 바람과 관련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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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전용과 전력판매용으로 풍력발전사업의 목적을 대별하여, 바람을 이
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전력판매용 사업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바람자원 이
용료를 지불하여 지역 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용도로의 개발이익의 공유화
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토지를 빌려주는 방식에서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
은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역할 확대와 체계화
제주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 공유자원을 활용한 산
업이 자원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소득, 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 역할 확대를 위해 공유자원
의 체계적이고 공익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관리조직 개편과 신설기
관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기관은 본래 각 기관의 설립 기능에 따
른 역할 강화 및 상호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제주 공유자원 및 공공
재 관리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6. 결론
이 글은 제주의 도시와 거주지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성장관리방안(Smart Growth)을 제시하고 있다. 글의 요약과 주장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제주만들기를 위해 4가지 원
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인구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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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관리정책을 시행한다. 둘째 제
주형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제한하고, 계획적
인 인구 수용으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셋째 유연한 허가제도 도
입이 필요한 공간을 보전, 이용, 중간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보
전과 이용영역을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영역으로 설정한다. 넷째 도민의 참
여를 통한 제주 경관가치의 인식 확대와 관리중심의 경관체계 재정립을 통
해 제주의 자연과 정서가 반영된 제주다운 경관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
한 원칙하에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청정 제주’를 조성하고 개발과 보존
이 조화를 이루며 경제·사회·환경적 지속성을 고려하는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는 미래 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 성장 유지 및 지역 균형발전방안 마련, 보전과 이용이 조화
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원도심 도시재생전략 수립, 제주경관 가치창출방안
마련,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이라는 추진전략과 실천전략을 제
시하였다. 도시성장경계와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시
가지 확산을 제어하고 수요·공급을 고려한 택지 공급 방향 역시 제시하였
다. 또한 원도심 도시재생전략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의 제시
와 제주경관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계획허가제 도입을 통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보존
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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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나 새천년 시대의 주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2030세대를 ‘밀레니얼(millenial) 세대’ 혹은 Y세대라고 부른다. 이 Y세대
를 부모로 둔 세대를 Z세대라 한다. Z세대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서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 층을 말한다.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디
지털 환경에서 보내는 이들은 인터넷과 글로벌 SNS 등 네트워크 연결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제작과 공유에 관심이 많다. 이 Z세대야말로
‘연결과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중반 이후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할 미래의 주역들이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연결과 공유’의 중요성이 발견된다. 특히
수차례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연결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강조되고 진화
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은 기계를 통한 초기
자동화를 도입하고 대량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과 소비를 위하여 교량
과 철도 등의 건설을 통해 국가 내 연결을 강화했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기 등 에너지 혁명으로 자동화가 급진전되고 자동차 대중화 시대의 도래
와 함께 대량 생산체계가 가능하게 되고, 분업을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생
산적인 연결이 촉진되면서 국제간 공급망의 연결이 본격화되었다. 3차 산
업혁명은 디지털 시대의 시작과 함께 정교한 자동화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의 연결성이 증대되고 강화되었다.
실제로 연결(connectivity)은 현대사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징 중
의 하나이고 또한 21세기의 중요한 경향 중 하나이다. 연결이 중요한 이유
는 재화, 서비스, 정보 등의 이동(mobility)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
간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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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짓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5G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의 발전은 고
도의 연결성과 공유성으로 이동수단을 통합하고 최적화시키는 스마트 모
빌리티 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이동수단이 다양해지고 이용자에
게는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개인 승용차의 이용과 보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21세기 중반에 펼쳐 질 미래 교통체계의 모습을 담고자
한다. 특히 ‘연결성’의 관점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한 가지 유형인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탄생 배경과 실용화 전망을 분석하여 본
다. MaaS는 다양한 형태의 이동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주
문형 서비스로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이다. 또한
MaaS의 도입이 미래 제주도 교통체계에 미칠 영향과 변화를 사전에 전망
하여 보고 도입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Key Words : 연결성(connectivity),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MaaS(Mobility as a Service)

2. 연결의 의미와 중요성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으로 특징된다. 초연결이란 정보기술이 일상생활 깊숙이 침
투하여 거미줄처럼 모든 사물과 인간이 연결된 상태를 말하며, 초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인공지능(AI)이 기술적 창조를 시작한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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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연결과 초지능이 만드는 사회를 ‘네트워크 세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연결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網)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연결의 동의어로 해석되기도 하는 네트워크는 상호
이어진 노드들의 집합체이다. 예를 들면, 물리적 네트워크에서 노드는 시·
종점, 교차로와 같은 결절점 혹은 객체(object) 등을 의미하며 사람, 기업,
도시, 국가 또는 기타 공간적 실체일 수도 있다. 네트워크의 연결은 물리적
네트워크와 디지털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여러 유형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중 계층의 개념을 갖는다. 연결의 측정은 네트워크의 기능성, 신뢰성, 편
리성 및 비용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연결의 측정단위로는 정량적 혹은 정
성적으로 표현되고 가정, 기업, 도시, 국가 및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
초로 한 접근성(accessibility)의 개념이 포함되기도 한다. 연결할 대상의
범위는 지역, 국토 혹은 전 지구적 공간 등 다양한 규모의 크기를 갖는다.
‘연결성(連結性)’은 네트워크 속성이며, 네트워크의 모든 다른 노드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의 품질 혹은 연결 강도를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연결의 가치와 중요성은 한 노드와 그 연결될 공간의 역할, 혹은 네
트워크에서 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 그 노드에 접근하는 비용, 그리고
노드에 연결하는 신뢰성 등에 달려있다. 사회·경제 네트워크에서는 노드
(객체)간의 상호 연계(interaction) 혹은 관계(relationship)로도 이해된다.
보통 연계(관계) 비용이 낮을 때 우리는 높은 연결성에 도달할 수 있고, 반
면에 연계(관계) 비용이 높으면 연결성이 낮다고 말한다.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재화, 서비스, 정보 등의 이동을 통하여 생산자
와 소비자의 공간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
급 사슬(supply chain)이 잘 연결되어 있다면 물류가 갖는 6가지 기능 즉
운송, 포장, 보관, 하역, 정보, 유통가공 기능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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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공간적 효용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보관기능의 경우에는 생산과 소
비의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시간적 효용을 가져올 수 있다. 정보이동
(정보공유)은 거의 모든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치의 원천이다.
연결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크게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효과로는 경제성장(economic growth),
공급망의 효율성(supply chain efficiency) 그리고 네트워크 회복 탄력성
(network resilience) 등을 들 수 있고, 사회적 효과로는 교육환경 개선, 의
료환경 개선, 에너지 및 환경오염 개선 및 공동체 통합 등이 있다.
연결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 특히, 교통망
이나 에너지망 등 물리적 인프라 부문에서의 연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는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Feyer와 Sacerdote1의 연구
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인프라 건설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정 지출은 분
명한 확장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PwC2 에서는 캐나다 인프라 건설에 1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면 국내총생산(GDP)이 2.46달러에서 3.83달러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Straub3의 연구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과 경제성장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반시설의 건설과 개
발효과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연결을 위한 기반시
설의 투자는 미시적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증거도 발견된다. 이

1

2

3

Feyrer, J. and B. Sacerdote. 2012. “Did the Stimulus Stimulate? Effects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Dartmouth College an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s://www.
dartmouth.edu/~bsacerdo/Stimulus2012_06_21.pdf
PwC (PricewaterhouseCoopers). 2016. “Global Economy Watch: Could Infrastructure Be a Panacea for
Global Growth?” London: PriceWaterhouseCoopers. https://www.pwc.com/gx/en/issues/economy/
global-economywatch/assets/pdfs/global-economy-watch-may-2016.pdf
Straub, Stéphane. 2008. Infrastructure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Recent Advances and
Research Challeng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460.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349701468138569134/pdf/wps44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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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보아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경제성장의 기반
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효과도 기대된다.4
연결은 시장 접근성과 공급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21세기 국가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의 예로 보면 GVC의 성장은 운송 및 통신기술의 향상과 병
행되어 왔으며, 국제 분업을 통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산품의 부분 조
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생산과정의 분절화는 기업과 국가간의 무역과
경쟁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Taglioni and
Winkler5는 GVC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시장과의 연결성과 국경
통과의 효율성에 크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간의 상호 연결성과 국가
간 계약 능력이 GVC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jankov
외 2인6의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 ‘하루(one day)’의 단축은 교역 물량
의 1% 혹은 70km의 교역거리에 해당한다는 보고도 있다. 연결성이 나쁘다
는 것은 그만큼 높은 비용, 더딘 속도 및 높은 불확실성을 의미할 수 있으며
GVC에서 제외될 위험성이 증가한다. GVC에 성공적으로 합류하기 위해
서는 효율적 국경통과 절차뿐만 아니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의 연
결이 필수적이다.

4

5

6

Leduc, Sylvain and Daniel Wilson. 2012. “Roads to Prosperity or Bridges to Nowhere? Theory and
Evidence on The Impact of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8042. NBER, Cambridge, MA. http://www.nber.org/papers/w18042
Taglioni, Daria and Deborah Winkler. 2016. “Making Global Value Chains Work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450521467989506537/
pdf/106305-PUBADD-ISBN-DOI-AUTHORS-SERIES-ABSTRACT-OUO-9.pdf
Djankov, Simeon, Caroline Freund, Cong S. Pham. 2006. “Trading on Tim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909,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
en/533801468339660041/Trading-o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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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an 외 2인7의 연구에서도 연결성의 향상으로 국가간 협력의 전
망을 크게 높였고, 이는 결국 국제무역과 지역의 경제성장을 동시에 촉진
시켰다고 주장한다. 지역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연결성
의 향상은 무역 및 운송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 연결성과 함께 물류 성과
는 개별 국가의 물류정책, 물류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때때로 단순한
연결보다는 신뢰성이나 운송비용에 더 민감한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연결의 효과를 네트워크 회복 탄력성(network resilience)에서
찾는 사례도 발견된다. 네트워크의 회복 탄력성이란 지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재난과 같은 돌발적 피해 상황에서 네트워크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쓰나미의 경
우 전 세계의 공급 사슬에 영향을 끼쳐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와 전
자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공급망들의
상호 연결성과 대체 연결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연결성의 향상
으로 기업들은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고 매우 적은 재고를 가지고도 거래
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다. Wilmsmeier and Notteboom8의 연구에 의하
면 해운 연결성을 2배로 향상시키면 해운 운임의 15%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의 아마존(Amazon)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Alibaba) 등과 같은 국제 물류시스템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기업에서는 연
결의 신뢰성과 중복 시스템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발생으로 네트워크
의 회복 탄력성을 점점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7
8

Buchan, N. E. Fatas and G. Grimalda. 2012. Connectivity and Cooperation: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Conflict Resolution, edited by R. Croson and G.E. Bolt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ilmsmeier, G., and T. Notteboom. 2009. “Determinants of Liner Shipping Network Configuration: A Two
Region Comparison.” Proceedings of the 200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time Economists (IAME)
Conference, Copenhagen,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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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 이외에도, 연결성의 향상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직면할 많
은 교육, 의료 등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연결성과 관련된 사회적 편익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공
동체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연결은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연결은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지식 공유를 가속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인터넷은 학생과 교사들이 학습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상에서 학습과 상담을 가능하게 하며 교실 경험을 보충하는 귀중한 자료
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용 eBook이나 실험 및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자원은 주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없거나 값비싼 학습서를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연결성은 인터넷을 통
하여 교육의 질과 궁극적으로는 학업 능력, 성취 수준 및 취업 결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한다. 향상된 교육성과는 개인의 소득과 건강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가
시적 효과 외에도 학생들이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공동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연결은 의료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연결성은 향상된 의료 서비
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 전문가의 의료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연결된 기기는 원격 진단과 더 효율적인 치료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전문가의 운영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환
자 정보는 모바일 및 인터넷 애플리이션을 통해 병원에 직접 전송될 수 있
으므로 이동 시간과 의료 서비스 비용이 절감되고 특히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연결성과 관련된 장치 및 서비
스는 기존 의료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 주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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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으로 질병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에너지 및 환경에도 연결의 효과가 나타난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의 영향 중 하나는 에너지 활용을 최적화하고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한 연결성의 향상은 이러한
최적화 및 최소화에 필수 요소이다. 에너지 효율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2210억 달러의 규모가 큰 시장으로 이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 투자9의 14%
에 해당되며 건축물 53%와 산업 18%의 비율로 구성된다.10
연결은 공공 서비스, 사회적 응집력, 정보화 수준 향상에도 기여한다.
ICT 기술은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 프로세스에 개인과 집단의 참여, 즉
사회 통합을 권장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ICT 기술
이 통합을 확대하는 방법은 ICT 인프라에 의존하는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와 디지털 통합, 즉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이다. 이
러한 측면은 상호 얽혀 있으며, 주민자치, 공동체 응집력, 자기 표현력, 평
등뿐만 아니라 재해구호,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다.
공공기관은 온라인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재난구호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터넷은 재난발생 시 피해자,
목격자 및 구호 요원들이 웹을 사용하여 재난 지도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
해 피해자의 취약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또한 지역공동체는 연결에
의해 소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외된 집단의 통합을 촉진할 수도 있다.

9

IEA. 2016. Mobility Model, 2016 version (database and simulation model),
www.iea.org/etp/etpmodel/transport
10 IEA. 2016. World Energy Investment 2016, OECD/IEA,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283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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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의 향상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라는 부수적인 경
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네트워크 효과란 어떤 재화의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 재화의 객관적 가치, 즉 재화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 변하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 측 규모의 경제(demand-side
economies of scale)’라고도 불린다. 즉, 네트워크라는 특수한 속성으로부
터 유발되는 외부 효과이다. ‘외부 효과(externality)’는 한 경제주체의 행
위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들이 받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
한다. 소위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로 지칭되는 긍정적 네트워
크 효과의 예로는 페이스북과 같이 새로운 가입자가 추가될수록, 가입자
모두가 느끼는 SNS 서비스의 가치는 올라간다. 가입자 입장에서 접속 가
능한 통신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SNS 가입자가 늘어
남에 따라 네트워크 혼잡(network congestion)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부대비용이 발생하거나 가입자 증가로 불필요한 광고, 가짜뉴스,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 SNS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11
‘연결의 질’도 중요하다.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종종 ‘약한 연대(weak tie)의 강도’이다. 그리고 주체(사람, 기업, 국가
등)가 약한 연결에 더 집중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충분
한 경험적 증거가 있다.12 기존의 약한 연결을 개선하면 네트워크 전반에 이
득이 생긴다. 이 때문에 용량이 제한적이거나 낮은 성능 등 가장 취약한 네

11 Naver 지식백과.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경제편, 이 한영 저
12 Derudder, Ben, Xinjian Liu and Charles Kunaka. 2018. Connectivity Along Overland Corridor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MTI Discussion Paper 6.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documents.worldbank.
org/curated/en/264651538637972468/pdf/130490-MTIDiscussion-Paper-6-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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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연결 부분의 투자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연결성은 도시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 생산성, 경쟁 및 시
장 기회를 증가시킨다.13 교통망과 통신망 측면에서 상호작용의 강도는 도
시들 사이의 연결성의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연결 강도의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해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인프라 축(회랑)을 따라 다른 나라들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고 해당 도시들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줄 수 있다.14

3. 산업혁명과 연결성의 진화
역사학자나 문명학자들이 산업혁명을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는 산업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혁신이다.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에
는 1769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이, 2차 산업혁명에는 전
기와 석유에 의한 에너지 산업기술이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왔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
의 혁신을 가져왔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
는 4차 산업혁명은 만물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초지능 혁명이 핵심이다.
인류가 거쳐 온 모든 산업혁명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점은 이러한

13 Straub, Stéphane, Charles Vellutini, and Michael Warlters. 2008.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589,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s://openknowledge.
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6520/wps4589.pdf
14 생화학백과.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 생화학분자생물학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33140&cid=60266&categoryId=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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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혁신이 교통수단의 발달과 이동 서비스의 변
화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이동의 역할은 언제나 인간의 경제활동을 돕
고, 공간과 시간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사회적 통합을 가져오는데 기여한
다. 이동은 지점간의 공간적·시간적 연결을 통하여 달성된다. 따라서 산업
혁명에서의 연결성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를 통한 초기 자동화를 가져왔다. 기계화는 경
제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제조업의 발전과 석탄과 가솔린과 같은 에
너지 집약적인 연료의 사용이 뒤를 따랐고, 증기기관과 증기기관차의 길도
열었다. 결과적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의 교류를 위한 연결 혁명은 교량, 터
널, 수로와 항구를 포함한 기반시설 건설사업의 급증을 촉발시켰다. 또한
농작물 순환과 선별적 생산방식에 의한 농업혁명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
켰고 노동 집약적인 식량 생산의 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870년경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제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통
한 자동화 수준 향상, 분업을 통한 생산의 연결성 향상, 전기와 석유와 같은
에너지 사용의 진전 등 세 가지 요소로 특징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2차 산
업혁명의 자동화와 연결성 향상에 따르는 이익이 사내 공급망으로 국한되
었지만, 이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공급망의 연결로 발전할 수
있게 했다. 공급 사슬은 다른 기업간, 다른 국가 간에 빠르게 확장되었다.
비료 생산을 통해 농산물의 수확량을 높이고 냉장고의 보급을 통해 혁신적
인 식품 저장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제2차 농업 혁명에도 기여했다. 산업 표
준화는 품질표준과 운송 컨테이너 등 운송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 왔다. 또
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혁신기술을 보호하고 경제적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무역보호가 필요했다. 기업에 의한 기술보호가 없었
다면, 모든 경제적 거래를 계약하는데 개인과 관련된 높은 거래 원가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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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익을 증가할 수 없으며 자본집약적 재화는 결코 규모의 경제를 달
성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 시대의 시작은 3차 산업혁명이다. 1969년은 현대 인터넷의 선
구자인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을 통
해 첫 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연결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였다. 통합 전자
회로의 트랜지스터 수가 약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자동화의 범위가 급속도로 향상되었다. 입력의 양과
노력에 비해서 출력의 양과 결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광범위한 현상
을 경험하게 되면서 무어의 법칙은 더 막강한 전산 능력과 더 복잡한 작업
을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에 적용되었다.
WEF의 니콜라스 데이비스(Nicholas Davis) 사회혁신국장에 따르면
이러한 전산 능력의 발전은 기술을 통한 ‘디지털 세계’, 기술을 통해 감시,
분석, 디지털화할 수 있는 ‘자연 세계’, 그리고 기술로 우리가 연결되고 다
른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기술의 발전
을 통하여 ‘인간 세계’, ‘디지털 세계’ 그리고 ‘자연 세계’의 세 가지 영역에
서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
밥(Klaus Schwab) 의장이 처음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자동화와
연결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고도의 자동화는 반복적인 저급의 기술 작
업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중급 기술 작업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급진적 자
동화는 저급 기술 노동자와 고급 기술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사람과 사물, 기계와 기계
의 연결로 생산시설과 생산품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하고 전 생산과정을 최
적화하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정보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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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촉매가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고도의 자동화와 연결
성이 구현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을 컴퓨터 프로그
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을 통한 고도의 자동화는 이전에 인간만
이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점점 더 자동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
지능이 가장 유익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빅데이터 처리인데, 지금
까지 컴퓨터가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이었던 자연 언어의 해석과 이미지 등
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한다. 연결성의 향상은 더 많은 로
봇과 인공지능이 제품을 생산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복잡한 결정을 내리
고, 환경 요인에 대한 결론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네트워크 연결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들이다.
또한 Facebook, Twitter, Instagram과 같은 사회적 연결서비스인
SNS는 전 세계인의 사회적 교류에 중추적 역할은 물론이고 제공되는 고도
의 연결성으로 컴퓨팅 시스템이 인간을 대신하여 물리적 프로세스를 통제
및 관리하고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게 한다. 이러한 가상과 실제가
결합된 사이버-물리적 시스템의 등장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기술 세계,
자연 세계, 인간 세계 사이의 간격을 현격히 줄이게 된다. 스마트폰 등 휴
대용 인터넷이 가능한 모바일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우버(Uber)나 리프트
(Lyft)와 같은 공유교통체계의 등장이 좋은 사례가 된다. 고도의 연결성은
더 보편적이고, 전 지구적이며, 거의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새
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장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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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 교통체계 진단
역사에 있어서 마을은 지역공동체의 권력과 문화가 최대로 집중된 장소이
다. 사회적 효율성과 의미를 함께하는 곳이다. 마을은 통합된 사회적 관계
의 형태이며 상징이다. 마을은 인간사회의 교류정도에 따라 발전 속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주민 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주민 수는 물과 식량수급
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동과 수송 문제 때문에 물이나 식량의 생
산지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만약 이동과 수송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
결한다면 마을과 마을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연결성의 향상은 마을의 번
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순리(順理)이다.

그림 1.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촉(漢拏壯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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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서 국보(國寶)로 지정받기위해 신청한
보물 제652-5호인 (그림 1)에 있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한라장촉
(漢拏壯囑)’15을 보면 과거 제주도 도내외의 지리적 특성과 주요 마을을 살
펴볼 수 있다. 제주목사 이형상이 1702년(숙종 28)에 제작한 이 지도에는
제주도의 전체 둘레를 480리, 대로(大路)의 둘레 378리, 동서 길이 170리,
남북 길이 73리로 측량하고 있다. 10리를 4km로 환산하여 보면 현재 섬의
실제 동서 길이인 73km, 남북 길이 31km, 해안선 총 길이 253km와 비교하여
도 당시 측량의 정확성에 손색이 없다. 또한 당시 관아가 있었던 제주목, 대
정현, 정의현 3읍의 위치와 지형·지물을 활용한 읍의 경계가 상세히 묘사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주목과 대정현이 판포(板浦), 제주목과 정의현은
용항포(龍項浦), 대정현과 정의현의 경우는 법한포(法閑浦)와 색수(塞水)
의 중간 지점이 경계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수산
진, 서귀진, 모슬진, 차귀진, 명월진, 애월진 등 9개 진(鎭)의 위치도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그 외에도 목장, 산악, 도로, 마을명, 하천뿐만 아니라, 80여
개의 포구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제주도의 마을의 위치와 역할, 도
로는 물론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도 엿볼 수 있다.
당시 제주도 마을들의 위치는 포구의 위치와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고광민(高光敏)16은 현장 조사를 통하여 82개 제주도 포구의 현재 위치와
마을의 이름을 추적한 바 있다. 포구는 ‘개’·‘개맛’·‘개창’·‘성창’·‘돈지’라
일컬어지는 바다 밭으로 나가는 길목에 형성되었으며, 주로 해변 인접한
곳에 설치되었다. 포구는 제주도 주민에게는 생명과 다름없는 소중한 곳이
었다. 뭍에서 다 얻지 못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다였다. 그
15 한국콘텐츠진흥원. 2006. 문화원형백과, 탐라순력도, 한라장총.
16 고광민. 2003. 제주도 포구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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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메역밭’ (미역이 많이 나는 곳), ‘구젱기밭’ (소라가 많이 잡히는 곳)
등이라고 하여 바다에도 뭍과 다름없는 ‘-밭’ 이름을 붙였다. 바다로 나가
야 하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화산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해변은 단조롭
고 암초가 많아 배를 정박할 만한 포구를 찾기 어려웠다. 제주 사람들은 천
혜의 포구가 없는 것을 한탄하는 대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직접 포구
를 축조했다. 만(灣)을 이루는 곳에 축조된 포구는 바다로 뻗은 ‘코지’(곶)
나 ‘여’(수중 암초)를 의지해 돌담을 쌓아 만들었다. 뱃사람들은 ‘여’를 기
준 삼아, 그 여가 어느 정도 잠겼는가를 가름하여 포구에 충분히 물이 들었
을 때 출선했다. 포구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활발히 전개하였
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연륙 포구도
원래 5개 포구이었다가 지금은 화북포(禾北浦)와 조천포(朝天浦)만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다.17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주변도서의 위치를 24방위로 표시하여 국
제적 교류의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육지 지역과의 주요 관문 중의
하나인 전라도 해남까지 970리, 동쪽 일본국까지 2,000여리, 병(丙: 11시)
의 방향 여인국(女人國)까지 8,000여 리, 오(午: 12시)의 방향 현 오키나
와인 유구국(琉球國)까지 5,000여 리, 정(丁: 13시)의 방향 베트남인 안남
국(安南國)까지 17,000여리, 미(未: 14시)의 방향 태국인 섬라국(暹羅國)
점성(占城)까지 10,000여 리, 곤(坤: 15시)의 방향 중국 정강성의 영파부
(寧波府)까지 8,000리, 신(申: 16시)의 방향 중국의 소·항주(蘇抗州)까지
7,000리, 경(庚: 17시)의 방향 중국 장수성의 양주(楊州)까지 7,000리, 신
(辛: 19시)의 방향 산동성(山東省)까지 10,000리, 술(戌: 20시)의 방향 중국
의 청주(靑州)까지 10,000여 리로 기재해 당시 교류가 가능하였던 주변 외
1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2015. 포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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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위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 제주도는 한반도 서남단의 남해와 동중국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일본의 큐슈지방, 서쪽으로 중국대륙, 남쪽으로 일본의 류큐제
도, 타이완 및 필리핀 제도, 북쪽으로 한반도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 한라
장촉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섬이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해도의 중간에 위치하
고 1950m의 한라산이 있어 먼 곳에서도 잘 보였기 때문에 교역선이 항해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풍랑을 피해 정박하고 항해
에 필요한 물과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었다. 중국 송대에 항해기술이
발전하고 원대에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섬 남쪽으로 다니는 배들
이 많아졌으므로 국제항로상 제주도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선원들
의 해상안전을 기원하는 관음 신앙 사찰이었던 서귀포 법화사가 번창하게
된 것도 중국과 일본의 해상교류가 활발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도 내의 교통체계를 도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도로망
((그림 2) 참조)에 비해 매우 원시적 도로의 형태이긴 하지만 마을간 통로에
서 지역간 연결 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조선 태종 16년(1416년) 제주도를 제
주읍·대정읍·정의읍 등 3개 읍으로 나누면서, 이 3개 지역을 연결하는 중
산간에 만들어진 대로(大路) 형태의 도로가 처음이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의 도로는 이웃 마을끼리 연결하는 오솔길에 불과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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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주도의 도로망 체계

제주도 도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산간 지역으로부터 발달하
였다. 당시 주민들은 왜구와 같은 외적의 침입을 피하고자 주거지를 해안
에 정하지 않고 식수가 있고 풍수지리상 조건이 좋은 중산간 지역을 찾아
주거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후 육지로의 접근을 위해 해안 마을이 형
성되어짐에 따라 이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길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
들어 지기 시작했다. 이들 해안 마을 사이를 제대로 연결한 도로로는 1920
년 일본인들에 의해서 건설한 이른바 ‘신작로’라 불리는 최초의 현대적 도
로인 해안 일주도로를 들 수 있다.18
특히 당시 주요한 생활거점의 위치들은 제주 오일장의 역사와 현재의
위치를 통해 유추하여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제주도에는 민속오

18 디지털제주문화대전. 2006. 제주의 교통, 황경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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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을 비롯하여 현재 10개의 오일장이 서고 있고 나머지는 도시화 과정
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다. 당시 오일장은 단순한 상품 거래 장소로
서 뿐만 아니라 도농교류, 관광,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장날이
되면 도보로 형성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생
활용품 등을 거래하는 시장의 기능과 마을주민의 모임, 화합과 소통 공간,
지역 커뮤니티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제주 오일
장은 ‘Hub & Spoke’ 형태의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Hub(중심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19

그림 3. 제주 전통 오일장

해안 일주 도로는 당시 일제의 제주도 자원 착취의 일환으로 건설되
었다. 1912년부터 2년간 기존 도로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작업을 벌인 뒤

19 제주연구원. 2017. 제주지역 오일장, 생활권 중심성 강화방안. 정책이슈브리프, vol. 277,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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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에는 3개년 계획으로 도로 확장 공사에 착수하였다. 마침내 1917년
총 연장 181㎞, 너비 6m로 완공되어 자동차의 왕래가 가능해졌으며, 1932
년에는 너비 10m로 재단장되었다. 이로써 제주도 대부분의 마을들이 도로
로 연결되고 경제성장과 발전이 본격화 되었다.
제주시 내의 시가지 도로 역시 매우 협소하고 불편하였는데, 1970년
대에 들어서면서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 제주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문로터리와 중앙로간의 도로 확장 개설은 1966년부터 1969년 6월까지
3년간에 걸쳐 확장되어 개설되었다. 이 도로의 건설로 기존의 시가지 형태
가 크게 변했다. 또한 산지로 확장은 1963년 3월부터 확장 공사가 이루어
졌고, 관덕정에서 한천교에 이르는 구간은 1970년 2월부터 1971년 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완공되었다.
제주시의 주간선 도로이자 산업도로의 하나인 제주도 지방도 제1136
호(중산간도로)는 1963년부터 시작되어 1992년에 제주도 전체 포장이 완
공되었다. 이 길은 주민들이 동원되어 주민의 손으로 일군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였다. 1984년 확장 공사가 이루어진 동광로·서광로의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여 연삼로도 1994년 완공하였다. 처음에는 예산 등의 문제로
4차선 완공 이후 6차선으로 서둘러 확장하여 1996년에야 완공되었다. 이
후 도평로와 연북로 등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거나 확장되면서 최근의 제
주시 도로망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시의 경제 규모도 함
께 커졌다.
현재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인구도 증가하고 교통량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섬 전체가 일찍부터 발달한 렌터카 및 개인 승
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말미암아 도시교통 특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간선
도로망에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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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등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사회·경제
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의 위협요소도 다양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제주도 교통체계의 목표는 ‘청정과 공존’의 가
치를 실현하기 위한 녹색교통체계와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의 지속적
확대이다. 녹색교통체계는 전기자동차 중심의 친환경 저에너지 교통체계
로 대변되며 자전거·보행 등 비동력 교통수단의 이용 장려와 활성화 정책
이 포함된다.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는 자동차 이용 억제 또는 대체하기
위한 천연가스, 전기 등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과 버스 준공영
제를 통한 공공교통의 역할과 범위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주의 사
회·경제적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과 함께 협력과 정보
통합을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체계의 전환 등이 주목된다.
또한 물류비용의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도 지역간 물류체계는
기존 공항의 효율적 활용과 만일 제2공항 추진이 확정된다면 주변 발전 계
획 수립을 통한 미래도시 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
여 기존 항만을 활용하여 주변지역에 신성장 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를 중심 거점으로 남
부지역 2개 지역거점 형태의 물류 네트워크 및 물류복합단지를 구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림 4)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중심
으로 해외 도시와의 직결된 항공노선도 제주를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 국제
물류망의 범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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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주 국제항공 노선도

2016년에 수립한 제주도 ‘미래비전계획’20에 따르면 제주의 성장 잠재
력을 극대화하여 지역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림 5)에서
20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정책보고서.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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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신화역사공원 및 영어교육도시, 제
2공항 주변지역을 4대 핵심권역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를 30~40분 이
내로 연결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광역급행 대중교통체
계는 남북방향 2개축과 동서방향 연장 노선으로 구성되며, 고속형 대중교
통수단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동성과 정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광역급행 대중교통 수단의 도심통과구간은 중앙차로형의 전용차선을 활
용하여 혼잡을 회피하도록 하고, 도심 주변지역에 Hub & Spoke식 연계환
승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2030년까지 경제성 측면을 고려해 중앙차로형
BRT나 트램(tram)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향후 제2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Super BRT,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등
의 고속형 대중교통수단의 형식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림 5. 제주도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상도

핵심권역 중심의 광역경제권(제주시와 서귀포시) 형성(안)

광역급행 대중교통 운영 개념도(예시)

광역급행 대중교통 연결체계(예시)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미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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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교통환경 변화와 스마트 모빌리티의 부상
미래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활동 내용은 유엔 2030 어젠다21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이라는 지향목표와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
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
고 있다. 이중 9번째 목표에서는 ‘지속가능한 산업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복 가능한 인프라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교통, 관개, 에너
지, 정보 및 통신기술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많은 국가에서 지속 가
능한 개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
고 있다.
11번째 목표에서는 “안전하고 회복 탄력적이며 포용적 그리고 지속가
능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문제 즉,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부족, 주택 부족, 인프
라 감소 및 도시 내 대기 및 환경오염 증가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도시계획과 유지관리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3번째 목
표인 “기후변화와 그 영향과의 전쟁을 위해 시급히 행동을 취할 것을 촉
구”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을 줄이고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
하며,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경제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1 UN 2030 Agend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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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계의 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발
행된 ‘UN의 도시화 전망 보고서’22에 따르면 (그림 6)에서와 같이 세계 도시
인구는 2009년을 기점으로 농촌 인구를 이미 앞질렀고, 1950년 7.5억 명에
서 2018년에는 42억 명으로 늘고 2050년에는 6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 대한 도시 인구의 비율인 도시화율도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1.5%씩 증가하며 1950년에 30%에서 2010년 51%,
2030년 61%, 2050년에는 7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6. 세계 도시 인구의 추이(1950~2050)

자료 :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에서 재구성

그림 7. 세계 도시화율의 추이(2010-2050)

22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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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모든 대륙의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내일
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 지역사회, 국가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날씨 패
턴은 종잡을 수 없이 변화하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날씨는 점점 더 극단적
으로 변하고 있으며,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면,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는 금세기 내에 전세기에 비하여 3°C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
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개념이 출발되었다. 스마트 모
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첨단기술로 고도의 연결성과 공유성, 그리
고 통합성을 갖는 이동수단 또는 이동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핵심 요소이다. 서울연구원(2018)에서는 “스마
트 시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도시시스템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도시계획과 도시비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디
지털재단(2018)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존 교통체계와 스마트 기기
의 첨단기능의 융합으로 보다 지능화되고 끊김없이 이어지는 미래 교통서
비스의 총체적 개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8)은 서울시에
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비교한 조사결과이다. 이중 주목할 사항은 수요와 공급의 거래를
직접 연결하고 최적화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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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평가

과거에는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의 구축, 고속철도와 같은 새
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등이 교통 분야의 혁신을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디
지털기술이 기존의 교통 인프라 및 교통수단과 융합되어 새로운 이동서비
스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요 도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 도로(V2X 기지국 등)를 우선
구축하고, 안전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전국 고속도로를 스마트화 하는 사업
이 있다. 또한 일반차량과 자율주행차량 혼재 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
통 운영·제어기술,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운영 및 제어기술의 개발 사
업과 같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 사업이나 교통 혼잡 등 교
통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교통신호를 최적화하기 위한 스마트 신호
시스템 개발 사업, 신호기·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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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술을 적용, 자율주행차량과의 실시간 쌍방통신이 가능한 교통정보
제공기술 개발 사업과 같은 지능형 교통안전 기술·서비스 고도화 등의 사
업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선, 정류소, 운행시각을 변경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중간형태의 교통서비스인 수요응답형 대중
교통체계(DRT : Demand Responsive Transit)도 좋은 사례이다.
또한 해외 선진도시들에서는 이미 차량공유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
으며, 자율주행차량의 등장에 따른 교통체계의 변화를 대비하고 있다. 주
민들이 이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함으로써 미래 교통수단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자 한다. 하이퍼루프(hyperloop)와 드론(drone)23 등과 같은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한 실험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해외 선진도시들 보다 스마트 교
통 시대를 대비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미래의 모빌리티 생태계는 누가 차량을 소유하고 누가 차량을 운행
할 것인가에 따라 4가지 단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첫 번째 단계는 현
재와 같이 소비자들이 차량 소유에 따른 사생활, 유연성, 보안, 편리함
을 직접 선택함에 따라 개인 소유가 표준이 된다고 본다. 첨단운전자지
원 기술(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을 다수 수용하지
만,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된다.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
대와 IT 기술의 발전은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의 형태가
급속히 전환되며 주문(on-demand)형의 online과 offline 서비스의 연결
성이 강화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수단, 수단과 수단간의 연결성이 향상

23 대한교통학회. 2018. 시간과 공간의 연결, 교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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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같은 콜택시 기능이 강화되어 호출시간, 호
출방식, 악천후 대응 등과 같은 이용자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동수단의 소유방식이 개인소유에서 공동소유로
변화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공유경제’ 개념에 바탕을 둔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된다. 차량 공유, 자전거 공유, 주차공간 공유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수단과 공간’의 공유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이용의 혜택이 주어진다.
PwC24의 예측에 의하면 2014년 대비 2025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18.3조
원에서 370.0조원으로 약 20배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예를 들
면, 우버(Uber)나 리프트(Lyft), ‘쏘카’,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 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를 대신하여 더 저렴한 요금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
해, 승차 거부 등의 문제해결은 물론 심야 이동서비스와 같은 대중교통체
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한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서비스도 이 단계에 속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 단계는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출현이다. MaaS는 다
양한 이동 정보를 갖는 단일 주문형 플랫폼으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이동
수단과 이동경로 조합, 요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동서비스
를 말한다. 초기 단계의 MaaS는 개인 승용차의 이용과 보유를 억제하고 대
중교통체계를 간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작된 비즈니스 모델이었
다. 차량 내부 기기의 보급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수단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최적경로와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최초의 MaaS 앱인 whim을 개발한 MaaS Global25에 의하면 지

24 PwC. 2015. Shaping our future. Global Annual Review 2015. www.PwC.com/annualreview
25 MaaS Global. 2018. Sampo’s blog: The business model of Mobility as a Service(MaaS)
https://whimapp.com/blog-the-business-model-of-mobility-as-a-service-m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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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자율주행차량, PM(Personal Mobility)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개
발로 더욱 다양한 수단과 경로의 조합이 서비스로 추가되고 있어 이용자에
게 시간, 비용, 편의성 등 맞춤형 이동서비스의 등장이 촉진되고 있다고 한
다. whim의 경우 MaaS는 MaaS 운영회사, 교통수단 제공회사, 교통 및 디
지털 인프라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객의 주문에 의한 예약, 경로, 요금,
이용 경험 등 최적의 수단과 경로 조합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
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마지막 단계는 A-MaaS 체계로의 전환이다. A-MaaS의 A는
Autonomous의 약자로, 운영되는 모든 차량이 기존의 교통수단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량으로 대체되는 단계로 운전자의 도움이나 감시없이 MaaS 체
계가 홀로 운영되는 단계이다.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로봇택시(자율주행버
스와 자율주행택시 등)가 등장하여 point-to-point 연결로 환승서비스의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운전자 고용에 따르는 인건비 절약과 연비 절감효과
가 기대된다. 심야시간에도 주간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요
금은 저렴하게 되어 맞춤형 MaaS 이동서비스가 가능하다. A-MaaS의 완전
한 실현은 2030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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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aS 가능성과 대응전략
인류가 발명한 문명의 이기(利器)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자동차와 스마
트폰’이라고 한다. 특히 자동차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
어서는 안 될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자동차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형
태를 만들고, 생활의 방식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나 많은 도시에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과 주차문제로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있다.
도시에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
며 생태환경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이용률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자동차
라는 ‘작은 거주공간’에서 느끼는 ‘나만의 시간’과 안락감,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동 방식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성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부터 자신의 다양한 요구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편리함과 쾌적
성 등 자동차의 이동은 단순한 이동행위만이 아닌 다른 이동수단과는 견줄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자동차의 이용자를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로 전환하는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MaaS의 탄생 배경에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의 비효율적 이동효율성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과 같은 자동차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있다. MaaS의 최종 목표는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도시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MaaS에 의해 제공되는 이동 서비스는 자동차의 이용과 보
유 방식에 대한 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개인의 소유관
행에 대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MaaS의 활성화는 개인 소
유의 자가용 승용차에 의한 교통 혼잡과 주차수요를 줄여 보행자와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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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자들을 위한 도시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는 또다시 로봇택시가 빠른 속
도로 도시 거리를 점령함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교통 문제도 우려된다.
MaaS는 스마트폰의 성장을 활용한 데이터 중심, 사용자 중심 패러다
임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는 3G/4G/5G 네트워크에 스마트
폰의 광범위한 보급, 높은 수준의 연결성, 이동 옵션, 일정 및 업데이트에
의한 안전하고 동적인 최신 정보, 그리고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성 관리 주체, 통신사, 결
제 프로세서, 공공 및 민간 교통 사업체, 교통 및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지
방 당국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해야 한다.
MaaS는 아래의 (그림 9)와 같이 차량의 소유권의 변화와 함께 초기단
계, 발전단계, 성숙단계의 3단계를 거쳐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6

26 Albert Serra, Jordie Verstappen, and Valeria Devaux & Laszlo Bax. 2019. FROM CAR OWNING TO RIDESHARING: HOW MAAS COULD CHANGE THE WAY WE TRAVEL. BAX & COMPANY
https://baxcompany.com/insights/from-car-owning-to-ride-sharing-how-maas-could-change-the-waywe-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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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aaS의 발전단계

초기단계
이 단계는 MaaS 도입의 시작단계로 제안내용이 새롭고 아직 기존의 교통
수단이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을 때이다. MaaS는 아직 시장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일부 사용자들에 의해서 채택된다. 현재 해외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대부분 가용 자원은 연구 개발에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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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
비즈니스 모델, 기술 및 정책, 사용자 요구 충족 능력 등 세 가지 발전 동인
이 MaaS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진화한다. MaaS 서비스는 잠재적 사
용자에 의해서 점점 더 많이 채택되어 활용된다. MaaS 시장은 정부의 제도
적 뒷받침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다. 완전한 시장 수용을 목표로 MaaS
운영회사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통합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여
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에 의존하여 통행을 하지만, MaaS 이용자들은
편리한 서비스로 말미암아 개인 승용차를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성숙단계
이 단계에 이르면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MaaS를 채택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시장의 주요 사업체들 사이에는 강력한 경쟁이
벌어진다. 대부분 가용 자원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저렴
하게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때에는 대중교통수단과 개인형 교통수단 등 모
든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end-to-end 통행계획, 예약, 발매, 요금정산 서비
스를 통합하는 MaaS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한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등
장은 기존 비지니스 모델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된다.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융합되며 카셰어링과 승차공유 서비스의 구분이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표 1)은 현재까지 개발되어 운영되거나 실험 중인 해외 도시의 MaaS
사업의 유형이다. 특히 핀란드 헬싱키에서 운영 중인 MaaS의 경우 2016년
후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윔(Whim)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
한 최적 경로 안내,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중교통, 택시,
렌터카, 공유자전거 등의 교통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며, 이동경로 안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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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외 도시의 MaaS 프로젝트
사업명

운영회사

적용범위

운영개요

Whim
app

MaaS Global

Helsinki

MaaS Global은 앱인 Whim을 통해 택시에서 렌터카,
대중교통, 자전거 공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통 옵
션에 대한 접근을 사용자에게 제공함. 앱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학습하고 개인 일정과 동기화하여 이벤트에
이르는 방법을 지능적으로 제안함.

UbiGo

Go 프로젝트의 일부:
innova에서 공동 출자한
산업, 학계 및 정부 파트너와
함께 Lindholmen Science
Park에서 주도

80가구;
Gothenburg시에서
약 200명이 사용

완전 통합 이동 서비스로 대중교통, 카셰어링, 렌터카
서비스, 택시 서비스, 자전거 시스템을 하나의 앱으로,
모두 하나의 결제청구서에, 지속 가능한 선택을 위한
24/7 지원 및 보너스와 결합함.

Deutsche Bahn

Germany

21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함께, 앱은 사용자 요
구에 따라 노선 배정함. 카셰어링, 놀이기구 공유, 자전
거 공유 옵션을 제공하고, 이상적 조합 연결을 지원하
며, 이용자들이 직접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통
행 가능성을 실제 보여줌.

Moovel

Daimler

Germany; also
testing in Boston,
Portland, and
Helsinki

사용자가 단일 앱으로 검색, 예약 및 탑승 비용 지불
(Car2go, mytaxi, Deutsche Bahn을 단일 경험으로 예
약 및 결제 가능) 대중교통 모바일 결제는 슈투트가르
트와 함부르크에서만 가능함.

Beeline

교통사업자, 학계, 민간과
제휴한 정부기관인 인포컴
개발국 및 육상교통국

Commuters in
Singapore

싱가포르의 최초 클라우드 소스 버스 시장에서, 사용
자들은 사설 버스 운영자들이 제시한 버스에 좌석을
예약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음.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노선을 추가 제안할 수도 있음.

SMILE
app

위너 리넨(Vienna 대중교통
제공업체), 오스트리아
1,000 pilot
연방철도, 개인 카셰어링, 택시,
participants in
자전거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
Vienna, Austria
등과 협력하여 Wiener
Stadtwerke에 의해 시작됨

정보, 예약, 결제, 사용, 청구서 등의 기능을 가진 다양
한 교통 옵션을 제공.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
든 이동 파트너는 티켓 발매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어댑터를 통해 자신의 기술 시스
템과 연결할 수 있음.

Qixxit

Bridj

Communauto
/Bixi

Bridj Inc

Commuters
in Boston,
Kansas City, and
Washington, DC

Bridj는 출퇴근 시간 동안 가정과 직장 사이의 통근차
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전화 응용 프로그램과
주문형 통근 셔틀 서비스임. Bridj는 조정된 차량행렬
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교통량보다 40–60% 더 효율
적인 탑승, 하차, 수요대응 노선배정 등을 최적화함.

Communauto

Cities in Quebec,
Canada

퀘벡에서는 일부 시 교통 당국이 BIXI에 의한 자전거
공유와 Communauto가 제공하는 카셰어링이 포함된
이동성 패키지를 제공함. 사용자는 BIXI-AUTO-BUS
패키지에 가입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권 및 자전거
공유의 정가를 싸게 구매할 수 있음.

Sources : Whim, http://whimapp.com; UbiGo, http://www.ubigo.me/; Qixxit, https://www.qixxit.de/en/; Moovel, https://moovel-group.
com/en; Beeline, https://www.beeline.sg/; SMILE app, http://smile-einfachmobil.at/pilotbetrieb_en.html; Bridj, http://www.
bridj.com/welcome#how; Maria Kamargianni, Melinda Matyas, Weibo Li, and Andreas Schäfer, Feasibility study for “Mobility
as a Service” concept in London, UCL Energy Institute, May 2015.
자료 : Deloitte Review. 2017. Special section. The rise of mobility as a service. Issu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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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안내 및 지불, 예약 등을 단일 앱(app)에서 제공하는 윔의 요금제는 비
즈니스 환경과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용자 통
행 패턴에 따라 3가지 방식(Whim to Go, Whim Urban, Whim Unlimited)
으로 제공 중이다. 서구의 대부분 도시들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우리
나라 도시들에 비하여 낮고 요금이 비싸 주민 불만이 크기 때문에 기존 대
중교통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MaaS를 도입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MaaS 서비스 도입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적극 협력하는
중이며 공공은 서비스 기반 제공, 민간은 기존 서비스 이외에 새로운 서비
스 확장과 같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서비스의 질
을 높이려고 공동 노력하는 특징이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상의 특징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이동수단과 이동 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이다. 다행히도 대중교
통 통합 환승할인 요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MaaS를 시행하고 있는 다
른 해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MaaS 도입과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유
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aaS를 먼저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도시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
라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통행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다른 준대
중교통수단, 공유교통수단 등과 연계한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요금제를 구
성하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중교통 마일리지’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의 시행은 MaaS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MaaS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와
민간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융합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공공기
관과 민간에서 교통과 연관된 다양한 공공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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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만으로는 통합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교통 관련 자료, 스마트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
교통 통행 자료,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별 유동인구 자료, 포털사이
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색 자료 등이 MaaS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자원들이다.
MaaS Jeju(안)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우선 제주도가 보유한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관련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통합 과정
에서 데이터의 표준화 기준을 만들고,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통합 정보제공 여건이 조성된 후 이를 한 번에 예약
하고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한 교통정보 이외에
도 개인 통행 행태와 결합된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최종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예측에 기반한 안내서비스,
부가서비스 확대 등으로 제주도 전체의 교통복지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MaaS Jeju(안)의 궁극적 목표는 사생활의 침해 없이 가치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공유교통 서비스 확대, 특
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MaaS 중심에는 항상 대중교통체계가 자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대중교통체계와 연결하는 연계교통체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
다. 특히 교통 혼잡 완화 정책, 주차 정책, 교통 서비스 사각지대나 교통약자
편의증진 정책 등 사회적 관심사와 결합하여 추진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아래의 (그림 10)은 MaaS Jeju(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을 때를 가
정한 미래 교통체계의 상상도이다. 미래의 도로 인프라는 물론 디지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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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와 수많은 통신 기지국, MaaS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플랫폼 관
리자, 이동수단 운영자들이 최적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0. 미래 교통체계의 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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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21세기는 네트워크 세상이다. 연결성의 향상은 도시와 지역간의 상호작용,
생산성, 경쟁 및 시장 기회를 증가 시킬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 편익 증진에 도움을 준다. 지점과 지점, 마을과 마을, 국가와 국가,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은 가치(value)를 만든다.
자동차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다. 자동차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형태를 만들고, 생활의 방식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
러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교통 혼잡과 주
차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힌다. 도시에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생태환경에도 바람직
하지 못한 행위로 여겨진다. 현재 형태의 자동차가 과연 지금의 Z세대가
살아가야 할 21세기 미래에서도 주역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상상보다 복잡
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도시 및 교통전문가들은 개인 승용
차의 이용과 보유방식에 변화를 주는 모빌리티 혁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비효율적 이동효율성과 교통 혼잡, 환경오
염, 교통사고 등의 도시문제를 풀려고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시대로 진
입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첨단기술로 고도의 연결성과 공유성, 그리고 통
합성을 갖는 이동수단 또는 이동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Mobility as a
Service’ 인 MaaS는 이동 자체를 주문받고 결제하고 물건을 내어주는 일
종의 ‘서비스’로 보고, 자동차로 야기된 도시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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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시도이다. IT 플랫폼을 통하여 자가용을 직접 소
유하지 않고도 이동목적에 따라 자가용과 같은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MaaS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택시, 버
스, 자전거 등 모든 이동수단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
MaaS 도입의 최대의 장점은 현재 수준의 자동차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MaaS가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확
충, 공유교통 서비스 확대,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
로운 서비스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MaaS 중심에는 항상 대중교통체
계가 자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대중교통체계와 연결하는 퍼스트와
라스트 1마일(first and last mile) 서비스의 연계교통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교통 혼잡 완화 정책, 주차 정책, 교통 서비스 사각지대나 교통
약자 편의증진 정책 등 사회적 관심사와 결합하여 추진하는 전략이 효과적
이다. 연결이 모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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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1

1

통계청 보도자료(2019.6.27.) ‘장래인구 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음

일러두기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작성 개요
▹이 자료는 2017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최근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하여 미래 인구변
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30년(2017~2047년)간의 시도별 장래인구
를 전망한 결과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2년에 공표 예정
이었으나, 최근의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특별추계를 공표함.
▹이번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는 장래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 출생·사망·이동 가정을 조합하여 기준이 되는 중위추계 이외에
고위·저위·무이동·출산율 현 수준 등 총 5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함.
-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의 미래 수준에 대한 추
계방법과 추계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통계청 보도자료
(2019.6.27.)를 참조
※ 중위 : 출산율, 기대수명 및 국내 순이동의 중위가정 조합
고위 : 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고위 가정과 국내 순이동의 중위가정 조합
저위 : 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저위 가정과 국내 순이동의 중위가정 조합
무이동 : 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중위 가정과 무이동 가정 조합
출산율 현수준 : 시도별 출산율 현수준(’18년 출산율 지속) 가정과 기대수명 및
국내순이동의 중위가정 조합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시도별 성·연령별 인구의 총합 및
출생·사망·인구이동의 시도별 합계는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의 전국 추계 결과와 일치함.
▹지역별 4개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세종·강
원·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부산·대구·울
산·경북·경남)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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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요약)
2017년 대비 2047년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의 총인구는 감소
▶(총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6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 그 외 11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
< 시도별 총인구 증감, 2017년 대비 2047년 >

▶(인구성장률) 2017년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마
이너스 인구성장, 2044년 이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감소
<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7년, 2035년, 2047년 >
2017년

2035년

20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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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증가) 2017년 전남, 강원, 전북, 경북, 부산에서 출생아수보다 사
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 2042년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로 자
연 감소 확대
※ 전남(2013년), 강원(2014년), 전북(2015년), 경북(2016년)은 2017년 이전부터
인구 자연감소
< 시도별 자연증가율, 2017년 및 2047년 >

2047년 중위연령은 전남·경북·강원·전북에서 60세를 넘어설 전망
▶(중위연령) 2017년 중위연령은 전남(46.6세)이 가장 높고, 2047년 전
남(63.1세), 경북(62.1세), 강원(61.9세), 전북(60.9세)의 중위연령은 60
세를 초과
▹2017년 중위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36.6세)도 2047년에는 50세를
넘어섬.
< 시도별 중위연령, 2017년 및 204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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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감소
▶(생산연령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
역은 부산(-45.6%)과 대구(-43.4%), 낮은 지역은 제주(-7.4%)임.
▹세종의 생산연령인구는 2047년까지 86.1%(16만 명) 증가할 전망
▶(고령인구) 204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46.8%), 경북
(45.4%), 강원(45.0%) 순으로 높고, 세종(27.8%)을 제외한 모든 시도
에서 30% 초과
▶(유소년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유소년인구는 세종이 50.8%(3만
명) 증가, 제주(-16.0%),경기(-23.0%),충남(-25.8%)을 제외한 13개 시
도는 30% 이상 감소
▶(총부양비) 2047년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인구)는 전남이 121명으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경남도
100명을 넘어섬.
< 생산연령인구 증감률,
2017년 대비 2047년 >

< 시도별 총부양비, 2017년 및 204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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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1. 시도별 총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의 총인구는 감소
▶(전국 인구)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이하 전국 추계)의 중
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7년 총인구는 5136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에 4891만 명에 이를 전망
▶(권역별 인구) 최근의 시도별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7년
대비 2047년 중부권 인구는 27만 명(3.8%) 증가, 영남권은 199만 명
(-15.2%) 호남권은 51만 명(-8.9%) 수도권은 22만 명(-0.9%) 감소할
전망
▹수도권 인구는 2017년 2548만 명(총인구의 49.6%)에서 늘어 2032
년 2650만 명(51.1%)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 2526만 명(51.6%)에
이를 전망
▹중부권은 2017년 708만 명(총인구의 13.8%)에서 계속 증가하다
2037년 751만 명(14.6%)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 734만 명(15.0%)
에 이를 전망
▹반면, 영남권은 2017년 1306만 명(총인구의 25.4%)에서 향후 30년
간 199만 명 감소, 호남권도 2017년 575만 명(총인구의 11.2%)에서
51만 명 감소할 전망
▶(시도별 총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의 총인
구는 감소, 경기, 세종 등 6개 시도의 총인구는 증가
▹경기인구는 2017년 1279만 명에서 늘어 2036년 1445만 명 수준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에는 1399만 명에 이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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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구는 2017년 977만 명에서 2047년 832만 명 수준으로 감소
할 전망
▹2017년 대비 2047년 부산(-74만 명), 대구(-46만 명), 광주(-23만
명), 울산(-19만 명)의 인구는 15% 이상 감소
- 경남(-30만 명), 경북(-29만 명), 전북(-25만 명), 대전(-20만 명), 전남
(-18만 명)의 인구는 9~14%, 강원은 3.2%(-5만 명) 감소

▹세종의 인구는 2017년 대비 2047년 124.0%(33만 명) 증가, 제주는
23.5%(15만 명), 충남과 충북은 각각 7.6%(16만 명), 1.6%(3만 명),
인천은 0.8%(2만 명) 증가
※ 인구 정점 : 부산(1995년), 서울(2009년), 대구(2011년), 대전(2014년), 광주
(2015년), 전북·전남·울산·경북(2016년), 경남(2018년), 강원(2034년), 인천
(2035년), 경기·충북(2036년), 충남(2039년), 제주(2043년)
표 1. 시도별 총인구 및 구성비, 2017~2047년
총인구(만 명)
지역

`17년 대비 `47년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전국

5,136

5,178

5,191

5,193

5,163

5,086

4,957

4,891

-245

-4.8

서울

977

960

935

916

895

873

845

832

-145

-14.8

부산

342

334

321

311

301

289

274

268

-74

-21.7

대구

246

242

235

228

222

214

204

200

-46

-18.6

인천

292

295

299

303

305

303

298

295

2

0.8

광주

150

149

145

142

138

134

129

126

-23

-15.5

대전

153

150

146

144

142

139

134

133

-20

-13.3

울산

116

114

112

110

107

103

99

97

-19

-16.5

증감

증감률(%)

세종

27

35

42

48

53

56

59

59

33

124.0

경기

1,279

1,341

1,396

1,429

1,445

1,439

1,414

1,399

120

9.4

강원

152

152

151

152

152

151

149

147

-5

-3.2

충북

161

163

165

167

168

168

165

163

3

1.6

충남

215

220

227

232

235

236

234

232

16

7.6

전북

183

179

175

172

169

165

161

158

-2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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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만 명)
지역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17년 대비 `47년
증감

증감률(%)

전남

180

176

173

172

170

167

163

161

-18

-10.3

경북

268

266

262

259

256

250

242

238

-29

-10.9

경남

334

335

334

332

328

320

309

304

-30

-9.0

제주

63

67

72

75

78

79

79

78

15

23.5

수도권

2,548

2,596

2,630

2,648

2,645

2,615

2,557

2,526

-22

-0.9

중부권

708

720

732

744

751

750

741

734

27

3.8

호남권

575

571

565

560

555

545

531

523

-51

-8.9

영남권

1,306

1,291

1,264

1,241

1,213

1,176

1,129

1,107

-199

-15.2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서울

19.0

18.5

18.0

17.6

17.3

17.2

17.0

17.0

-2.0

부산

6.7

6.5

6.2

6.0

5.8

5.7

5.5

5.5

-1.2

대구

4.8

4.7

4.5

4.4

4.3

4.2

4.1

4.1

-0.7

인천

5.7

5.7

5.8

5.8

5.9

6.0

6.0

6.0

0.3

광주

2.9

2.9

2.8

2.7

2.7

2.6

2.6

2.6

-0.3

대전

3.0

2.9

2.8

2.8

2.7

2.7

2.7

2.7

-0.3

울산

2.3

2.2

2.2

2.1

2.1

2.0

2.0

2.0

-0.3
0.7

구성비, 증감(%, %p)

세종

0.5

0.7

0.8

0.9

1.0

1.1

1.2

1.2

경기

24.9

25.9

26.9

27.5

28.0

28.3

28.5

28.6

3.7

강원

3.0

2.9

2.9

2.9

3.0

3.0

3.0

3.0

0.0

충북

3.1

3.2

3.2

3.2

3.3

3.3

3.3

3.3

0.2

충남

4.2

4.3

4.4

4.5

4.6

4.6

4.7

4.7

0.5

전북

3.6

3.5

3.4

3.3

3.3

3.3

3.2

3.2

-0.3

전남

3.5

3.4

3.3

3.3

3.3

3.3

3.3

3.3

-0.2

경북

5.2

5.1

5.0

5.0

4.9

4.9

4.9

4.9

-0.3

경남

6.5

6.5

6.4

6.4

6.3

6.3

6.2

6.2

-0.3

제주

1.2

1.3

1.4

1.4

1.5

1.5

1.6

1.6

0.4

수도권

49.6

50.1

50.7

51.0

51.2

51.4

51.6

51.6

2.0

중부권

13.8

13.9

14.1

14.3

14.5

14.7

14.9

15.0

1.2

호남권

11.2

11.0

10.9

10.8

10.7

10.7

10.7

10.7

-0.5

영남권

25.4

24.9

24.3

23.9

23.5

23.1

22.8

2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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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별 인구성장률 및 자연증가율
2017년 서울, 부산, 울산 등 9개 지역에서 마이너스 인구 성장
▶(권역별 인구성장) 권역별 인구성장률을 보면 2017년 영남권에서 마
이너스 성장을 시작, 2019년 호남권, 2033년 수도권, 2038년에는 중
부권까지 모든 권역으로 확대될 전망
▹수도권 인구성장률은 2017년 0.50%에서 2033년 마이너스로 전환
된 후 2047년에는 -0.64%까지 감소할 전망
▹중부권 인구성장률은 2017년 0.83%에서 2038년 마이너스로 전환
된 후 2047년에는 -0.45%까지 감소할 전망
▹호남권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서 2010년 전후 증
가로 돌아섰으나, 2019년 이후 다시 감소로 전환되어 2047년에는
-0.70%까지 감소할 전망
▹영남권은 2017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7년에는
-0.99%로 4대 권역 중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권역별 자연 증가) 2017년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인구 자연 감소를 시
작해 2018년에는 중부권, 2032년에는 수도권까지 모든 권역으로 인구
자연 감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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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7, 2035, 2047년
2017년

2035년

2047년

▶(시도별 인구성장) 2017년 세종(12.46%)은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인
반면, 서울(-0.78%), 부산(-0.66%), 울산(-0.64%) 등 9개 시도는 마이
너스 인구 성장
▹2017~2020년에는 전북·전남·울산·경북(2017년), 경남(2019년)에
서 마이너스 인구성장
※ 부산(1996년), 서울(2010년), 대구(2012년), 대전(2015년), 광주(2016년)은
2017년 이전부터 마이너스 인구성장

▹2035~2039년에는 강원(2035년), 인천(2036년), 경기·충북(2037
년)에서
▹2040~2044년에는 충남(2040년), 제주(2044년)까지 인구 감소가
확대
▹2044년 이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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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자연증가) 2033년부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
아수 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될 전망
▹ 2017~2020년에는 부산(2017년), 대구·충북·충남·경남(2018년)에
서 인구 자연 감소 시작
※ 전남(2013년), 강원(2014년), 전북(2015년), 경북(2016년)은 2017년 이전부터
인구 자연 감소 시작

▹2020~2025년에는 광주(2020년), 인천(2021년)에서
▹ 2026~2029년에는 울산(2029년)에서
▹2030~2035년에는 제주(2030년), 대전(2031년), 서울(2032년), 경기
(2033년)에서
▹2042년 이후 세종을 포함한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보일 전망

그림 2. 시도별 자연증가율, 2017년 및 20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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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도별 인구성장률과 자연증가율, 2017~2047년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47년
(%p)
인구성장률(%)

지역
전국

0.28

0.14

0.03

-0.03

-0.18

서울

-0.78

부산

-0.66

대구
인천

-0.38

-0.60

-0.70

-0.98

-0.63

-0.45

-0.43

-0.87

-0.69

-0.63

-0.46

-0.55

-0.73

-0.80

-0.02

-0.72

-0.92

-1.09

-1.15

-0.49

-0.14

-0.54

-0.59

0.57

0.24

0.31

-0.55

-0.63

-0.81

-0.99

-1.07

-0.93

0.22

0.03

-0.21

-0.45

-0.56

-1.12

광주

-0.45

-0.40

-0.48

-0.46

-0.55

-0.70

-0.88

-0.95

-0.51

대전

-0.55

-0.57

-0.42

-0.30

-0.35

-0.49

-0.68

-0.76

-0.21

울산

-0.64

-0.60

-0.28

-0.38

-0.59

-0.78

-1.00

-1.10

-0.46

세종

12.46

5.22

3.33

2.27

1.55

1.02

0.70

0.58

-11.88

경기

1.46

1.26

0.60

0.38

0.09

-0.19

-0.46

-0.57

-2.03

강원

0.01

-0.10

0.04

0.10

-0.00

-0.22

-0.43

-0.54

-0.55

충북

0.51

0.36

0.25

0.22

0.05

-0.18

-0.42

-0.54

-1.04

충남

1.27

0.76

0.50

0.40

0.19

-0.05

-0.29

-0.41

-1.68

전북

-0.37

-0.61

-0.40

-0.30

-0.36

-0.49

-0.66

-0.75

-0.39

전남

-0.18

-0.49

-0.26

-0.18

-0.26

-0.37

-0.54

-0.66

-0.47

경북

-0.31

-0.35

-0.23

-0.21

-0.33

-0.52

-0.72

-0.83

-0.52

경남

0.05

0.01

-0.07

-0.16

-0.36

-0.56

-0.77

-0.89

-0.94

제주

2.68

1.60

1.17

0.84

0.50

0.18

-0.10

-0.24

-2.92

수도권

0.50

0.44

0.19

0.08

-0.10

-0.31

-0.55

-0.64

-1.14

중부권

0.83

0.42

0.33

0.28

0.11

-0.11

-0.34

-0.45

-1.28

호남권

0.00

-0.26

-0.18

-0.15

-0.25

-0.41

-0.59

-0.70

-0.70

영남권

-0.31

-0.45

-0.37

-0.38

-0.51

-0.71

-0.90

-0.99

-0.68

자연증가율(%)
전국

0.11

-0.06

-0.07

-0.12

-0.29

-0.50

-0.72

-0.82

-0.93

서울

0.18

0.01

0.06

0.04

-0.11

-0.31

-0.50

-0.59

-0.77

부산

-0.06

-0.28

-0.33

-0.42

-0.61

-0.82

-1.05

-1.14

-1.08

대구

0.05

-0.15

-0.19

-0.25

-0.43

-0.65

-0.88

-0.98

-1.03

인천

0.19

0.01

-0.00

-0.07

-0.25

-0.48

-0.72

-0.83

-1.02

광주

0.14

-0.03

-0.05

-0.11

-0.27

-0.48

-0.71

-0.82

-0.96

대전

0.19

0.04

0.07

0.03

-0.16

-0.37

-0.59

-0.69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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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증가율(%)
울산

0.32

0.13

0.06

-0.05

-0.25

-0.48

-0.73

-0.84

-1.16

세종

0.95

0.65

0.59

0.47

0.26

경기

0.26

0.12

0.12

0.07

-0.10

0.06

-0.17

-0.28

-1.23

-0.31

-0.52

-0.62

-0.88

강원

-0.21

-0.36

-0.41

-0.49

-0.66

-0.88

-1.14

-1.25

-1.04

충북

0.01

-0.15

-0.17

-0.23

-0.41

-0.63

-0.87

-0.98

-0.99

충남

0.02

-0.12

-0.12

-0.19

-0.36

-0.56

-0.79

-0.89

-0.91

전북

-0.20

-0.35

-0.41

-0.48

-0.65

-0.85

-1.09

-1.19

-0.99

전남

-0.29

-0.46

-0.54

-0.62

-0.77

-0.96

-1.21

-1.32

-1.03

경북

-0.16

-0.35

-0.43

-0.51

-0.69

-0.92

-1.18

-1.30

-1.14

경남

0.03

-0.15

-0.22

-0.31

-0.48

-0.71

-0.96

-1.07

-1.10

제주

0.19

0.04

0.04

-0.00

-0.15

-0.31

-0.51

-0.61

-0.80

수도권

0.22

0.07

0.08

0.04

-0.12

-0.33

-0.54

-0.63

-0.86

중부권

0.04

-0.11

-0.11

-0.17

-0.35

-0.56

-0.79

-0.90

-0.94

호남권

-0.10

-0.26

-0.30

-0.37

-0.52

-0.71

-0.95

-1.05

-0.96

영남권

-0.00

-0.20

-0.26

-0.35

-0.53

-0.75

-0.99

-1.10

-1.10

3. 시도별 중위연령 및 인구피라미드
2047년 중위연령은 전남, 경북, 강원, 전북에서 60세를 넘어설 전망
▶(전국 중위연령) 출생아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전국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에서 2047년 56.8세로 향후 30년간 14.8세 높아질 전망
▶(시도 중위연령) 2017년 중위연령은 전남이 46.6세로 가장 높고, 세종
(36.6세), 대전(39.8세), 광주(39.9세)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40세를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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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년 전남·경북·강원·전북의 중위연령은 60세를 넘어서고,
2017년 중위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36.6세)도 2047년 50.1세로 향
후 30년간 13세 이상 증가

그림 3. 시도별 중위연령, 2017년 및 2047년

표 3. 시도별 중위연령, 2017~2047년
중위연령(세)
지역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47년
전국

42.0

43.7

46.7

49.5

52.2

54.4

56.1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56.8

14.8

서울

41.5

42.9

45.5

48.2

50.6

52.5

54.5

55.3

13.8

부산

44.3

46.3

49.4

51.9

54.4

56.6

58.1

58.5

14.2

대구

42.9

44.8

47.9

50.6

53.2

55.4

57.0

57.5

14.6

인천

41.1

42.9

46.0

49.0

51.7

53.9

55.8

56.6

15.5

광주

39.9

41.9

45.2

48.2

50.7

52.7

54.5

55.2

15.3

대전

39.8

41.7

44.9

47.8

50.2

52.2

54.2

55.0

15.2

울산

40.6

42.9

46.2

49.3

52.1

54.1

55.6

56.2

15.6

세종

36.6

37.7

40.0

41.9

43.9

46.4

49.0

50.1

13.4

경기

40.4

41.9

44.9

47.7

50.1

52.1

54.1

54.9

14.6

강원

45.2

47.5

51.2

54.2

56.8

59.2

61.4

61.9

16.7

560

중위연령(세)
지역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47년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충북

42.7

44.6

47.8

50.7

53.6

56.2

58.1

58.7

16.0

충남

42.1

43.8

46.8

49.7

52.7

55.2

57.3

58.1

16.0

전북

44.5

46.8

50.4

53.3

55.8

58.4

60.4

60.9

16.5

전남

46.6

48.9

52.2

55.2

57.7

60.2

62.4

63.1

16.5

경북

45.2

47.5

51.1

54.1

56.7

59.3

61.5

62.1

16.9

경남

42.9

45.0

48.3

51.3

54.2

56.9

58.7

59.3

16.4

제주

41.8

43.1

45.8

48.6

51.2

53.3

55.2

56.0

14.2

* 중위연령 :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인구피라미드) 시도별 인구피라미드는 2017년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에서 2047년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
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경남·경북·전남·전북 등은 2047년에 전국의
2067년 수준과 유사한 역삼각형 구조를 보일 전망

그림 4. 시도별 인구피라미드, 2017년 및 2047년
[전국 2017년]

[전국 20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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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7년]

[서울 2047년]

[부산 2017년]

[부산 2047년]

[대구 2017년]

[대구 2047년]

[인천 2017년]

[인천 2047년]

[광주 2017년]

[광주 2047년]

[대전 2017년]

[대전 2047년]

[울산 2017년]

[울산 2047년]

[세종 2017년]

[세종 20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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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7년]

[경기 2047년]

[강원 2017년]

[강원 2047년]

[충북 2017년]

[충북 2047년]

[충남 2017년]

[충남 2047년]

[전북 2017년]

[전북 2047년]

[전남 2017년]

[전남 2047년]

[경북 2017년]

[경북 2047년]

[경남 2017년]

[경남 20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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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7년]

[제주 2047년]

4.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세종의 생산연령인구는 증가, 나머지 16개 시도는 감소
▶(전국)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73.2%)에서 2047
년 2562만 명(52.4%)으로 향후 30년간 1195만 명(-20.8%p) 감소할
전망
▶(권역별)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높은 권역은 영
남권과 호남권으로 각각 41.5%(-391만 명), 35.5%(-142만 명) 감소
▶(시도별) 시도별 생산연령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17년 대비 2047년
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감소
▹2017년 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75.8%), 서울(75.5%) 순이고, 낮은 지역은 전남(65.8%), 전북
(68.7%) 순
▹2047년 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58.7%), 서울(55.1%) 순이고, 낮은 지역은 전남(45.3%), 경북
(46.7%) 순

566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45.6%), 대구(-43.4%), 울산(-41.4%) 순, 감소율이 낮은 지역은 제
주(-7.4%) 임.
▹반면, 세종의 생산연령인구는 2047년까지 86.1%(16만 명) 증가할
전망
그림 5.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증감률, 2017년 대비 20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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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2017, 2035, 2047년
2017년

2035년

2047년

▶(주요 경제활동인구) 25~49세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총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017년 전국 평균 38.0%(1950만 명)에서 2047년
23.6%(1157만 명)로 14.3%p(-793만 명) 감소
▹2017년 25~49세 인구 비중은 서울, 세종, 경기에서 40% 이상, 나머
지 시도에서 30%대이나, 2044년 이후 모든 시도에서 30% 미만으
로 낮아짐.
▹2047년 25~49세 인구 비중이 10%대인 지역은 전남(18.2%), 강원
(19.3%),경북(19.5%), 전북(19.8%)이고, 25~49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27.1%), 세종(26.0%), 대전(25.1%), 경기(24.8%)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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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도별 주요경제활동인구 구성비, 2017년 및 2047년

표 4.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및 구성비, 2017~2047년
15-64세 인구 전체(만 명)
지역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25-49세 인구 전체(만 명)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증감률
(%)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증감률
(%)

전 국 3,757 3,585 3,145 2,658 2,562 -1,195 -31.8 1,950 1,819 1,531 1,242 1,157 -793 -40.7
서울

737

667

566

475

458 -279 -37.9 397

364

302

242

226

-171 -43.1

부 산 249

213

176

142

136

105

83

66

61

-60 -49.7

대구

-114 -45.6 121

181

161

132

107

102

-78 -43.4

90

78

62

49

46

-45 -49.4

인 천 220

212

189

162

157

-63 -28.7 116

108

93

76

71

-45 -39.0

광주

110

102

86

70

67

-43 -38.8

57

51

41

33

31

-26 -46.1

대전

114

103

88

74

71

-43 -37.5

58

53

44

36

33

-25 -42.8

울산

88

79

66

54

51

-36 -41.4

46

39

31

25

23

-23 -49.9

세종

19

경 기 952

30

35

35

35

11

17

18

16

15

994

913

789

763

-189 -19.9

16

86.1

517

518

454

372

347

-169 -32.8

4

38.2

강원

107

98

85

72

69

-38 -35.2

50

45

38

31

28

-21 -43.0

충북

116

112

99

85

83

-33 -28.5

57

55

47

38

35

-21

충남

151

152

140

121

117

-34 -22.3

78

77

67

55

51

-26 -34.0

전북

126

113

95

78

75

-50 -40.1

60

52

42

34

31

-29 -47.8

전남

118

108

92

76

73

-45 -38.2

56

48

39

31

29

-27 -48.2

경 북 186

168

142

116

111

-74 -40.1

90

78

63

50

46

-43 -48.2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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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세 인구 전체(만 명)
지역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25-49세 인구 전체(만 명)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경 남 239

225

193

158

151

제주

49

48

43

42

증감률
(%)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107

87

69

64

-59 -47.6

24

22

19

18

-6

수도권 1,909 1,873 1,668 1,426 1,378 -532 -27.8 1,029 990

848

690

643 -386 -37.5

중부권 506

213

176

164

-90 -35.4
-88 -44.7

45

495

447

388

376

-88 -36.9 123

증감률
(%)

-3

-7.4

24

-131 -25.8 254

247

-24.8

호남권 399

372

321

267

257

-142 -35.5 197

175

145

117

109

영남권 943

845

709

577

552

-391 -41.5 470

407

325

259

241 -230 -48.8

29.7

구성비, 증감(%, %p)
전 국 73.2

69.1 60.9 53.6 52.4

-20.8

38.0 35.1

25.1

23.6

-14.3

서 울 75.5

71.4 63.2 56.3

55.1

-20.4

40.6 38.9 33.7 28.7

27.1

-13.5

51.8 50.6

-22.2

35.5 32.7 27.6

24.1 22.8

-12.7
-13.9

부 산 72.8 66.1 58.3

대 구 73.5 68.4 59.6 52.3

51.2

-22.4

36.7 33.2 28.1 24.2 22.8

인 천 75.1

53.1

-22.0

39.6 36.1 30.4 25.4 24.0

-15.6

광 주 73.7 70.4 62.3 54.6 53.4

70.9 62.0 54.4

-20.3

38.1 35.3 29.9 25.7 24.3

-13.8

대 전 74.7

62.1 55.0 53.8

-20.8

38.1 36.4 31.2 26.6

25.1

-13.0

61.8

-22.6

39.5 34.5 28.8 24.9 23.7

-15.8

70.7

울 산 75.8 70.7

54.5 53.2

세종 70.6 69.7 66.3 59.9 58.7

-11.9

42.2 39.7 33.3 27.7 26.0

-16.2

경 기 74.5

63.2 55.8 54.5

-19.9

40.4 37.1

31.4 26.3 24.8

-15.6

71.2

강 원 70.3 64.8 55.7 48.3 47.1

-23.2

32.8 29.5 24.7 20.5 19.3

-13.5

충 북 71.8

67.6 59.0 51.8 50.5

-21.3

35.4 33.1

21.7

-13.7

충 남 70.2

67.1

27.7

23.1

59.4 52.0 50.7

-19.5

36.1

34.1 28.4 23.5

22.1

-14.0

전 북 68.7 64.4 56.2 48.7 47.5

-21.1

32.8 29.6 24.8 21.0

19.8

-13.0

전 남 65.8 62.3 54.3 46.6 45.3

-20.5

31.5

18.2

-13.3

27.6 23.0 19.3

경 북 69.4 64.4 55.6 48.0 46.7

-22.7

33.5 29.9 24.5 20.7 19.5

-14.0

경 남 71.6

-22.0

36.9 32.2 26.4 22.4 21.2

-15.6

67.3 59.0 51.0 49.7

제 주 70.6 68.7 62.0 54.4 53.0
수도권 74.9

71.2

63.1

55.8 54.5

중부권 71.6

67.6 59.6 52.4

-17.7

37.1

-20.4

40.4 37.6

34.2 28.8 24.0 22.6

-14.5

32.1 27.0 25.5

-14.9

51.1

-20.4

35.9 33.7 28.4 23.7 22.3

-13.6

호남권 69.3 65.8 58.0 50.3 49.1

-20.2

34.2 31.0

22.1 20.8

-13.5

영남권 72.2 66.9 58.5

-22.4

36.0 32.2 26.8 23.0 21.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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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49.8

26.1

5. 시도별 고령인구

2047년 경기·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부산은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초과
▶(전국)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13.8%),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 2047년 1879만 명(38.4%)에 이를 전망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
구가 급증하여 2017년 대비 2047년 고령인구는 165.9%(1172만 명)
증가
▶(권역별) 2017년 각 권역별 고령인구 비중이 10%대인 반면, 2047년에
는 모든 권역에서 35%를 넘어설 전망
▶(시도별) 2017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세종이
9.2%로 가장 낮았음
▹2047년에는 경기·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부산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초과
- 2047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46.8%), 경북(45.4%), 강원(45.0%) 순
으로 높고, 세종(27.8%), 경기(35.3%), 대전(36.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

▹2017년 대비 2047년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2017년 대비 572.1%(14만 명)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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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도별 고령인구 증감률, 2017년 대비 2047년

그림 9.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2017, 2035, 2047년
2017년

2035년

2047년

▶(초고령인구)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 명(1.2%)에서
2047년 366만 명(7.5%)으로 향후 30년간 306만 명(6.3%p) 증가할
전망
▹2017년 초고령인구 비중은 전남이 2.2%(3만 9천명)로 가장 높고 울
산이 0.7%(8천명)로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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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년 초고령인구 비중은 세종(4.5%)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6%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2017년 대비 2047년 초고령인구는 세종, 울산, 경기, 인천 4개 시도
에서 600% 이상 증가할 전망
그림 10. 시도별 85세 이상 인구 구성비, 2017년 및 2047년

표 5. 시도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 2017~2047년
65세 이상 인구 전체(만 명)
지역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85세 이상 인구 전체(만 명)

2017년 대비
2047년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증감
증감
률(%)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률
증감
(%)

전국

707 1,051 1,524 1,833 1,879 1,172 165.9 59.8 111.6 176.4 325.7 366.3 306.4

512.3

서울

129 186

254

298

305

176

135.9 9.0 17.3 30.6 54.9 60.9

51.8

573.9

부산

54

78

100

109

110

56

102.9 3.8

7.1

19.3

509.6

대구

34

49

69

78

79

46

135.6 2.4

4.9

7.8

14.1

15.8

13.3

545.4

인천

33

55

87

108

111

78

233.7 2.8

5.3

9.2

18.5

21.2

18.4

651.3

광주

18

26

38

45

46

28

157.8

1.5

2.6

4.3

7.4

8.3

6.8

463.6

대전

18

27

39

47

48

31

172.7

1.5

2.8

4.5

8.5

9.6

8.1

541.5

울산

11

19

30

35

36

25

219.6 0.8

1.4

2.5

5.2

5.9

5.1

664.2

2

5

14

572.1 0.2

0.5

0.9

2.2

세종

12.0

21.1

23.1

10

15

17

2.7

2.4

1048.8

경기

142 238

379

478

494

352 248.4 12.0 23.8 40.9 80.5

91.5

79.5

660.4

강원

27

55

65

66

40

13.8

11.3

441.6

39

147.5 2.6

4.7

6.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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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전체(만 명)

85세 이상 인구 전체(만 명)

2017년 대비
지역
2047년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증감
증감
률(%)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률
증감
(%)

충북

24

36

53

65

66

42

171.9

2.2

4.2

5.9

11.2

12.8

10.5

467.9

충남

35

49

71

90

93

58

164.7 3.6

6.6

9.2

16.4

18.7

15.1

425.2

전북

34

44

59

68

70

36

105.0 3.4

5.8

8.1

13.1

14.5

11.1

329.5

전남

39

48

63

74

75

37

95.9

3.9

6.6

8.6

13.8

15.3

11.4

290.0

경북

49

67

92

106

108

59

119.4 4.8

8.5

11.5

20.3

22.7

17.9

374.9

경남

48

72

104

123

126

77

159.9 4.4

7.8

11.5

21.5

24.2

19.9

454.7

제주

9

13

21

28

29

20

222.3 0.9

1.7

2.5

4.7

5.3

4.4

483.6

수도권 304 479

720

884

910

605 199.0 23.9 46.4 80.6 153.9 173.6 149.7

626.6

중부권 106 155

228

282

290

184

172.7 10.1 18.7
121.5

호남권 99

9.7

27.1

57.5

47.4

470.5

38.9 43.4

33.7

348.4

82.2

91.8

75.6

467.7

3.4

6.6

7.5

6.3

131

180

215

220

121

영남권 197 286

396

452

459

262 133.3 16.2 29.7 45.3

16.7 23.5

50.6

구성비, 증감(%, %p)
전 국 13.8 20.3 29.5

37.0 38.4

24.7

1.2

서 울 13.2 19.9 28.4

35.3

36.6

23.4

0.9

1.9

3.4

6.5

7.3

6.4

부 산 15.8 24.4 33.4

39.7

41.0

25.2

1.1

2.2

4.0

7.7

8.6

7.5

대 구 13.7 21.1

38.4

39.7

26.0

1.0

2.1

3.5

6.9

7.9

6.9

11.4 18.4 28.4 36.3

37.8

26.4

1.0

1.8

3.0

6.2

7.2

6.2

인천

31.2

2.2

광 주 12.0 18.0 27.3

35.2

36.6

24.6

1.0

1.8

3.1

5.8

6.6

5.6

대전

11.6 18.4 27.7

35.0 36.4

24.8

1.0

1.9

3.2

6.3

7.2

6.2

울산

9.7

17.3 28.2

35.6

27.3

0.7

1.3

2.3

5.3

6.1

5.4

세종

9.2

11.6

26.0 27.8

18.5

0.9

1.2

1.8

3.8

4.5

3.6

경기

11.1 17.0 26.2

33.8

24.2

0.9

1.7

2.8

5.7

6.5

5.6

18.3

37.0

35.3

강 원 17.6 25.6 35.9

43.6 45.0

27.4

1.7

3.1

4.4

8.3

9.4

7.7

충 북 15.2 21.6 31.4

39.1

25.4

1.4

2.5

3.5

6.8

7.8

6.4

40.6

충 남 16.3 21.5 30.4 38.4 40.0

23.7

1.7

2.9

3.9

7.0

8.1

6.4

전 북 18.5 25.2 34.7

25.4

1.8

3.3

4.8

8.1

9.2

7.3

42.5

43.9

전 남 21.5 27.4 37.1

45.3

46.8

25.4

2.2

3.8

5.1

8.4

9.5

7.3

경 북 18.4 25.7 36.1

43.9

45.4

27.0

1.8

3.2

4.5

8.4

9.5

7.7

경 남 14.5 21.4 31.7

39.8

41.4

26.9

1.3

2.3

3.5

7.0

8.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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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증감(%, %p)
제 주 14.0 18.5 26.9

34.9 36.6

22.6

1.4

2.3

3.3

5.9

6.8

5.4

수도권 11.9 18.2 27.2

34.6 36.0

24.1

0.9

1.8

3.0

6.0

6.9

5.9

중부권 15.0 21.2 30.3 38.0 39.5

24.5

1.4

2.6

3.6

6.8

7.8

6.4

호남권 17.3 23.2 32.5

24.7

1.7

3.0

4.2

7.3

8.3

6.6

26.4

1.2

2.4

3.7

7.3

8.3

7.1

40.5 42.0

영남권 15.1 22.6 32.6 40.0

41.5

6. 시도별 유소년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세종의 유소년인구는 증가, 나머지 16개 시도는 감소
▶(유소년인구) 전국의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 명(13.1%)
에서 2035년 494만 명(9.6%)으로 감소, 2047년에는 450만 명(9.2%)
에 이를 전망
▹2017년 시도별 유소년인구 비중은 세종이 20.1%로 가장 높고, 제주
가 15.3%, 나머지 15개 시도는 15% 미만
▹2047년 유소년인구 비중은 세종·제주·경기·광주에서 10%대를 유
지, 나머지 13개 시도는 10%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
▹2017년 대비 2047년 유소년인구는 세종이 50.8%(3만 명) 증가,
제주(-16.0%), 경기(-23.0%), 충남(-25.8%)를 제외한 13개 시도는
30% 이상 감소
▹2017년 대비 2047년 유소년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44.6%), 울산(-43.7%) 순이고, 낮은 지역은 제주(-16.0%), 경기
(-23.0%)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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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도별 유소년인구 증감률, 2017년 대비 2047년

그림 12. 유소년인구 구성비, 2017, 2035, 2047년
2017년

2035년

2047년

표 6. 시도별 유소년인구 및 구성비, 2017~2047년
0-14세 인구 전체(만 명)
지역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전국

672 554 494 467 450

서울

110

576

82

76

72

69

구성비(%)

2017년 대비
2047년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p)

증감

증감률(%)

-222

-33.0

13.1 10.7 9.6

9.4

9.2

-3.9

-41

-37.2

11.3 8.7

8.5

8.3

-3.0

8.4

0-14세 인구 전체(만 명)
지역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구성비(%)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증감률(%)

’17년 ’25년 ’35년 ’45년 ’47년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p)

부산

39

30

25

23

23

-16

-42.0

11.4 9.5

8.3

8.5

8.4

-2.9

대구

31

25

20

19

18

-13

-41.7

12.8 10.5 9.2

9.3

9.1

-3.6

인천

39

32

29

28

27

-13

-32.0

13.5 10.7 9.6

9.3

9.1

-4.4

광주

21

17

14

13

13

-9

-40.9

14.4 11.7 10.4 10.3 10.0

-4.3

대전

21

16

15

13

13

-8

-38.5

13.8 10.9 10.2 10.0 9.8

-4.0

울산

17

13

11

10

9

-7

-43.7

14.5 12.0 10.0 9.9

-4.7

5

8

8

8

8

3

50.8

20.1 18.6 15.4 14.0 13.5

-6.6

-42

-23.0

14.4 11.7 10.6 10.4 10.2

-4.3

세종

9.8

경기

185 164 152 147 142

강원

18

15

13

12

12

-7

-36.9

12.1 9.6

8.4

8.1

7.9

-4.2

충북

21

18

16

15

15

-6

-30.8

13.1 10.8 9.6

9.1

8.9

-4.2

충남

29

26

24

22

22

-8

-25.8

13.6 11.4 10.2 9.6

9.3

-4.2

전북

23

18

15

14

14

-10

-42.0

12.8 10.4 9.1

8.8

8.6

-4.2

전남

23

18

14

13

13

-10

-44.6

12.7 10.3 8.5

8.1

7.8

-4.9

경북

32

26

21

19

19

-14

-42.3

12.1 9.9

7.9

-4.3

경남

46

38

31

28

27

-19

-41.2

13.9 11.3 9.3

9.0

-4.9

제주

10

9

9

8

8

-2

-16.0

15.3 12.8 11.2 10.7 10.4

-4.9

-96

-28.7

13.1 10.6 9.7

-3.7

수도권 334 278 257 247 238

8.4 8.0
9.1

9.6

9.4

중부권

95

82

76

71

69

-26

-27.6

13.4 11.2 10.1 9.6

9.4

-4.1

호남권

77

62

53

49

47

-30

-39.2

13.5 11.0 9.5

9.2

9.0

-4.5

영남권 166 132 108 100 96

-70

-42.0

12.7 10.5 8.9

8.9

8.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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