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귀포시 발자취
희망과행복의서귀포시를위한지난1년간의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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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내면! 알차고 튼튼하게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쓰레기 정책 실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뒷받침

민관 협치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안착

'17년 3회 추경 예산 8,666억원

클린하우스 주간 쓰레기 넘침현상 감소

※ 첫 8천억원대 진입

쓰레기 발생 증가율 대폭 감소
(‘16년 17.2%↑ → ‘17년 4.8%↑)

1차산업 소득 증대

맞춤형 클린하우스 설치·운영

(조수입) 1조 7,878억원

재활용 도움센터 8개소 확충(2개소 → 10개소)

※ 전년 1조 4,672억원 대비 22% 증가

아름다운 클린하우스 67개소 설치

RFID 계량장비 확대설치
5개 읍면, 27개 리 365대 설치 운영,
동지역 노후 계량장비 329대 교체 및 49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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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해소의 첫걸음! 교통정책 본격 스타트
대중교통체제 개편
급행버스 신설(12개노선), 운행차량 증가(126대)
초기 학생 통학 및 노인 나들이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견 반영 지속실시

더 행복한 시민편의시설 확충
시청사 통합
11년간 분리 운영되어온 청사 통합(‘17. 9. 4)
시민이 향유 가능한 소통·문화 공간 조성

(9개 노선 신설, 23개 노선 · 시간표 조정)

※ 2청사 혁신도시 임차기관 입주 예정(2018. 5월)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난 해소

문화광장 조성

주차장 조성 예산 전년 대비 274 % 증가(253억)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과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공영주차빌딩 4개소 등 1,985면 조성

시민회관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지원 확대 : 참여자 15배 증가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불법 주정차 단속

도시우회도로 개설

교통혼잡구간 단속 강화

원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추진

☞ 단속구간 불법 주정차 90% 이상 감소

우선 추진구간(서홍로~동홍로, L=1,5km) 보상 추진
(보상률 : 74%, 1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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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도시로 더 높게 성장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서귀포다움 추구

품격높은 문화도시 기반 마련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

작가의 산책길 운영기간 · 범위 확대

시민주도의 건축문화 인식확산 ‘건축포럼’ 운영

(1월~12월, 이중섭거리~서복전시관)

(동홍천옛물길사업,, 시가지고도지구 지정 등)

서귀포 최초 창작 오페레타<이중섭> 공연(4회)

※ 도 열린혁신우수사례 선정

질적관광 기반 구축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건축문화자원을 이용한 ‘건축문화기행’ 코스

토지 투기 및 난개발 방지 토지분할 지침 강화

개발 및상품화(10개 코스)

쪼개기 분할 지속 감소 ('16 대비 33.4%↓)

(구) 소라의 성 시민 북카페로 조성 운영(‘17. 10월)

시민건강증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휴(休)와 힐링의 도시환경 조성

서귀포시 생활체육 참여율 69.4% 향상

치유의 숲(올해 가장 아름다운 숲 선정)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141,238명 이용)

도시숲 8개소, 학교숲 3개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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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및 서민 경제 활력 제고

함께 누리는 복지, 시민안전 도모

전통시장 육성

복지시설 인프라 확층

역대 최대 중앙사업 공모 선정(120억원)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5월)

※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18억),

동부종합사회복지관표선센터(8월)

주차환경개선사업 (56억), 시설현대화사업(46억)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3월)

지역인재 고용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고용률 70.7%로 전국 시 단위 5년 연속 1위 기록

희망나눔캠페인 후원자 1,828명, 6억원 달성

청년뉴딜사업 및 창업 아카데미 등 청년 일자리 지원

혼자사는 중장년 가구 고독사 예방 (혼디거념) 사업실시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확대로 생활안정 도모

서귀포다운 행복마을 만들기

안전한 서귀포시 만들기

6개 지구(대정, 남원, 성산, 표선, 영천, 서홍) 57억원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젝트 노란발자국 설치 143개소

'18년 신규사업 대상지 안덕면 공모선정(80억원)

스톱사인(일시정지표시) 시범운행 구간 운영(2개소)
재해위험개선(5개소) 및 붕괴위험지구(3개소) 정비 : 2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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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중심, 시민을 위해 소통·혁신
주민과의 대화 지속 실시
건의사항 1,619건 중 1,371억원(212건) '18년도 예산반영

옥에티 찾기 운영(850건 · 정비율87.4%)

서귀포시의 노력! 외부평가도 인정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전년 4등급(61위)에서 2등급(19위) 대폭 상승

주요정책사업 설명회(5월) 개최 등

갈등해소를 위한 기반마련

각 부문 평가 우수기관 선정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중앙단위공모평가 인센티브 역대 최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착공(→ ‘18. 5월 준공)

(77건, 451억원 재정확보)

성산읍 방문 주민과의 대회 지속추진(985건/2,209명)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성과평가시스템
공모직위제 확대(16개 직위), 전문관 선발(13명)
부서별 핵심업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평가
→ 부서성과평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