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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분야

노후 경유 승합ㆍ화물차량 교체시 취득세 감면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 710-6882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50%감면(100만원 한도)
감면개요
● (대상) ‘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ㆍ화물차량*을 ’17.1.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

● (기준일) 노후차량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 로 판단
- (노후차 기준일) ‘06.12.31이전 신규 차량 등록일(10년이상 경과)
- (노후차 말소일) ‘17.1.1 ∼ 6.30(6개월간) 기존 차량 말소 등록일
- (신규차 등록일) ‘17.1.1 ∼ 6.30(6개월간) 신규 차량 등록일
● (지원요건) ‘17.1.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
● (지원내용)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에서 100
만원 까지 공제

시행일 : ‘17. 1. 1일 부터
감면기간 : ‘17. 1. 1 ∼ 6. 30(6개월간)
● 세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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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분야

친환경 자동차 조세 감면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 710-6882)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을 확대함
2016년까지 조세감면 사항
● 근거법령
-국
 세 :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개별소비세 감면)
-지
 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취득세 감면)
● 감면사항
구 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감면액
합
계
4,000
2,700

국
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000
600
1,000
300

적용기한
17.12.31
18.12.31

(단위:천원)

지 방 세
취득세
적용기한
1,400
18.12.31
1,400
18.12.31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전기차 감면확대 및 연료전지차(수소차) 감면 신설
구 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감면액
합
계
4,600
2,700
7,200

개별소비세
2,000
1,000
4,000

국
세
교육세
600
300
1,200

적용기한
17.12.31
18.12.31
19.12.31

(단위:천원)

지 방 세
취득세
적용기한
2,000
18.12.31
1,400
18.12.31
2,000
18.12.31

※ ’19년에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차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으로 축소

● 전기차대여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제7조)
현  행

개  정  안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신 설> ㅇ 지원대상 :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
ㅇ 적용기한 : ’17년~’19년(3년간)

시행일 : ‘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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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인인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청년정책담당 (☏ 710-3871)

기존 고용 위주의 청년정책에 더해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마련 등을 통해 제주형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기반 조성
사업개요
●
●
●
●

대      상 : 도내 청년(만19세 ~ 만34세)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사 업 비 : 755백만원
확대분야 : 청년의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지원, 역량개발 등
※ 고용정책은 「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12년)」에 의거 지속 추진 중

● 주요내용
구분
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명

주요 내용

청년시설 운영

▶명
칭: 청년다락(청년多樂)
▶ 소 재 지: 제주시 연삼로 386-1 5층
▶ 운영시간: 평일 10시~22시, 토요일 10시~17시
▶정기강연(월1회), 쉼터, 회의실, 모임장소, 북카페
등으로 활용

청년활동 지원사업
(청춘열기 프로젝트)
청년 트멍나멍
배움 지원사업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 소규모 공익활동 지원
▶ 도정 정책과제 해결 프로젝트 참여 경진대회
▶ 청년이 기획ㆍ개설하는 배움강좌 지원
▶ 도외에서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행일 : ‘17. 1. 1일 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청년의 참여 및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한 청년들의 제주공동체 안착 지원
◦ (기존) 취업활동 지원 등 고용 중심의 청년정책
◦ (확대) 취업활동 지원에 더해 청년들의 활동과 자립을 독려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자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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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분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 710-3896)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른 발생 이자를 전액 지원하여 제주출신
대학생ㆍ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 도내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를 졸업한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 지원기준일 : (1차) 전년도 12월 31일, (2차) 당해연도 6월 30일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전액
(1차) 2016년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2차) 2017년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 신청방법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도내 거주자로 신청한 학생은 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 별도 제출
*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포함)로 신청한 학생은 별도 서류 없음

● 신청기간 : (1차) 2017. 1. ~ 3월 / (2차) 2017. 7. ~ 9월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대출자료 조회 및 재학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지원

시행일 : ‘17. 1. 1일 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기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확대) 취업 후 상환학자금ㆍ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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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확대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 710-3896)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으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국제자유
도시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4개 대학(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재학생
● 지원내용 : 1학기(15주~18주) 동안 해외대학 연수(학점이수)
- 외국대학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
- 항공료, 학비, 숙박비(기숙사비, 홈스테이비), 비자발급비 등 실비
* 저소득층 학생 전액, 그 외 학생 50% 지원

● 대상자 선발 : 각 대학별 공모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각 학교별로 2월 ~ 4월 중 대상자 모집
● 연수국가 :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 각 대학별로 교류협약을 맺은 외국대학에서 연수
- 연수국가는 학생 소속 학교에 따라 상이
● 연수기간 : 2017. 8월 ~ 12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해외대학 연수 지원 확대
-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비 증대(‘16년도 12억→’17년도 20억)로 더 많은 학생에게
해외대학 연수 기회 제공

● 자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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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길 조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 710-8431)

4·3 당시 제주도민이 겪은 통한의 역사현장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교육 현장으로 조성,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 아름다운 제주도와 4·3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 마련
사업 개요
● (대상) 제주를 방문한 국내·외 탐방객
● (추진실적) 3개소(안덕 동광, 남원 의귀, 조천 북촌)
- (안덕 동광) ‘15. 10. 31 개통
- (남원 의귀) ‘16. 9. 11 개통
- (조천 북촌) ‘16. 12. 10 개통
● (사업비) 140백만원
● (추진내용)
- 도(재단)홈페이지 배너 개설, 4·3앱 설치
- 도내 초·중·고 학생 및 공무원, 도민 대상 4·3길 현장교육 실시
- 4·3길 문화해설사 개통된 3개 코스 배치
- 자매결연 기관 등과 4·3길 체험 행사 추진

시행일 : ‘17. 상반기중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4·3길 활성화 추진
◦ 4·3길 앱 설치, 4·3길 해설사 배치, 학교 및 도내 공공기관 4·3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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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도민 배우자 항공료 할인 추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710-6831)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개최, 항공료 할인 등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에게
예우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17년부터는 명예도민 배우자까지 항공료 할인혜택을 확대ㆍ추진하여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제주발전에 기여하는 계기 마련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조례』

시책 개요
● (대

상) : 등록된 명예도민 1,608명 (‘16.10월말 현재)
● (할인 항공사 현황) : 6개사
- 제주항공(제주도민과 동일한 20%할인), 진에어(주중 10%할인),
이스타항공(주중 30% 할인), 아시아나 항공(주중 10%할인),
에어부산(주중 10%할인), 대한항공(주중 10%할인)

시행일 : ‘17. 1. 1일부터
주요내용
● 명예도민 배우자증 신청접수 및 발급안내 : ‘16. 12월~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명예도민 배우자 항공료 할인시책 홍보 : 연중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배우자까지 항공료 할인혜택(10~30%)
◦ 6개 항공사 :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대한항공

● 자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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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운영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원과 주거복지담당 (☏ 710-2691)

주거복지 수요에 대해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하고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추진
개

요

● (설치근거)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주요기능)
-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 주거복지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홍보
● (사업비) 35,000천원
● (주요운영 내용)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
-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읍·면·동 → 행정시
- 사회단체의 집지어주기 및 수리사업 지원
-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사후관리 정보제공 등
- 도내 주거복지와 관련한 사항을 전체적 파악 관리 등

시행일 : ‘17. 1. 1일 부터
추진기간 : ‘17. 1. 1 ∼ 12. 31(12개월간)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각종 주거복지관련 분야 상담 및 정보 제공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불량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에 따른 재료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도청 710-2695, 제주시 728-3072, 서귀포시 760-3013, 각 읍면동 주거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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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원과 주거복지담당 (☏ 710-2691)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등 가족을 형성
하고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 일부 해소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현재까지 추진현황
년도별

(단위 천원, 가구수)

혼인가구수

증ㆍ감

지원금액

지원가구수

2014년

3,593

▽ 45

200,000

257

2015년

3,676

△ 83

230,000

384

2016년

-

-

330,000

506

2017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포함)
- 신혼부부 가정 : ’12. 1. 1. ~ ’16.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12. 1. 1. ~ ’16. 12. 31.(출생년월일 기준)
● 대상(임차)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임차금액 : 제한없음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주요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
단, 다자녀·다문화·장애인(1~3등급)가구에 대해 2%가산(최대100만원)
* 년 1회 지원으로, 최대 5년까지 수혜가능

▶ 2016년 이후 서민, 중산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으로 지원범위 확대
● 도시건설주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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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원과 주거복지담당 (☏ 710-269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
(’15. 7월부터 시행)
2017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도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가구
● 사 업 비 : 13,736백만원(국비80%, 도비20%)
● 지원내용 :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에 따라 지급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
* 최저 350만원, 최고 950만원 범위내 지원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2017년부터 중위소득액 상향고시로 인해 대상자 확대 예정
- 기준 중위소득액(복지부 고시 2016-127호)
(단위 : 원/월)

구분
2016
2017

1인가구
1,624,831
1,652,931

2인가구
2,766,603
2,814,449

3인가구
3,579,019
3,640,915

4인가구
4,391,434
4,467,380

5인가구
5,203,849
5,293,845

6인가구
6,016,265
6,120,311

✽ 중위소득 : 월 446만원의 43%인 월 192만원 이하의 소득가구 지원(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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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원과 주거복지담당 (☏ 710-2691)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
현재까지 추진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분

비고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계

16

68,400

15

57,000

9

34,200

9

34,200

제 주 시

8

34,200

7

26,600

4

17,100

4

17,100

서귀포시

8

34,200

8

30,400

5

17,100

5

17,100

2017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
*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대상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생산·보전녹지, 생산·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집단취락지에 한함

●사
 업 비 : 총 34백만원(국비50%, 도비50%)
- 가구당 380만원 범위내 지원가능
* 단, 이전 주택개조사업 등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주요내용

: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원칙
-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다만,‘가’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도시건설주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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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체계 30여년만에 전면 개편
교통관광기획단 교통체계개선담당 (☏ 710-4811)

제주 대중교통 체계개편은 2~30여년간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인구 및 관광객 증가, 자가용 급증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
그동안 추진사항
●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확정(2016.11.30.): 3개분야/16개과제
•대중교통 체계개편 기본계획 마련(2014년)
•대중교통 체계개편 실행 용역(2015년 ~ 2016년)

주요 개편(안) 내용
•도내 전 지역 시내버스화 : 읍면지역까지 시내버스요금 적용 확대
•간선·지선 체계 개편 및 급행버스(11개 노선, 94대) 신설
- 시내버스, 지선(마을)버스 : 1,200원(현행과 동일)
- 급행버스: 2,000원(20km까지), 5km당 추가요금(500원) *최대 4,000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3개노선(17km)/ 동·서광로,중앙로,공항로)
•대천, 동광 환승센터 기종점 관광지 순환형 버스(2개 노선) 신설
- 노선별 8대, 30분 간격 운행, 교통관광도우미 시범 운영
• 버스종류별 색채(급행-빨강,간선-파랑 지선-녹색) 및 디자인,번호체계 개선
•행정시 공영버스 통합 → 공기업 전환 추진 (민영버스는 준공영제로)
* 버스대수 증가(258대 ↑) 및 민영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개편시행일 :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계 개편 후 향상도>
☞ 통행시간 10%감소, 운행횟수 10%증대, 배차간격 10%단축, 운영경비 10%절감
▶평균 배차간격 : 65분 → 34분(개편 후 31분 단축)
◦ 급행ㆍ완행(20분), 시내간선(10분), 시내지선(20분), 중산간지선(30분)

▶굴곡도(4.71→2.13, 수도권 1.32), 중복도(12.5→7.5, 수도권 8.63)
▶대중교통 이용 환승률 상향(15.3% → 34.3%, 수도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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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취사부ㆍ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 710-2881)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 취사부ㆍ운전기사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련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의 품질 제고 필요 추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재원 아동 40인 미만 어린이집 등 전어린이집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332개소
※ 보육종합정보시스템상 취사부로 임면보고 된 자

- 운전기가 인건비 지원 : 389개소
※ 운행차량 모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보육종합
정보시템상 임면보고 된 자

● (추가증액사업비) : 3,133백만원
● (주요내용) : 소규모 어린이집 취사부 및 운전기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
- 취사부 인건비 지원기준 : 1인/월 450천원
- 운전기가 인건비 지원 : 1인/월 450천원

시행일 : ‘17. 1월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모든 어린이집 취사부,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확대
◦ (기존) 국공립, 비영리법인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특정 어린이집 지원에서
◦ (확대) 지원 시설 포함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보건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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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 분야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 보험료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 710-2881)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도차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필요 추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전 어린이집(543개소) 재원 영유아
● (사 업 비) : 136백만원
● (지원분야)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 (주요내용) : 영유아 아동 1인 5,190원 및 방과 후 아동 4,290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예시)
•대인배상 : 1인당 4억원 한도, 1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 : 1사고당 5백만원

•음식물 배상책임담보 포함

•치료비의 100% 보장(365일 한도), 형사소송지원금 300만원
•돌연사증후군 기본담보 1인당 8천만원

시행일 : ‘17. 3월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개별 어린이집 운영자가 직접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기존) 제주자치도가 영유아 상해보험 일괄 가입 → (확대) 전 어린이집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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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지역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 인상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 710-2881)

읍ㆍ면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교통수당을
인상하여 교직원의 사명감 고취 및 교직원 채용상 어려움 해소 필요 추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읍·면지역 어린이집 교직원(원장 제외) 900명
● (추가증액사업비) : 225백만원
● (지원분야) : 행정시에 임면보고 된 읍면 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읍
 면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4대 보험 및 보험료 정상 납부하는
상시 근무자

● (주요내용) :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추가 지원으로 사기 진작

시행일 : ‘17. 1월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읍면지역 어린이집 교직원(원장 제외) 교통수상 인상 지급
◦ (기존) 1인 월 5만원 → (확대) 월 7만원(2만원 증액)

● 보건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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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 일반어린이집 교사수당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 710-2881)

장애아동 보육의 어려움으로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보육을 꺼리는
현실에서 장애아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필요 추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장애아를 보육하는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유교사의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장애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교사 처우개선

● (추가증액 사업비) : 33백만원
● (주요내용) : 행정시에 임면보고 된 장애아보육교사 처우개선
- 일반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일반 교사 : 1인/월10만원
- 일반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특수 교사 : 1인/월15만원

시행일 : ‘17. 1월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한 해 장애아보육 교사 수당
◦ (기존) 장애아전담(통합)어린이집 → (확대)일반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교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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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보육 관련 지원 확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 710-2881)

아동의 자립지원과 보육 관련 현장의 어려움과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
하고자 보건복지부 2017년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지원 한도액 증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보호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주요내용)
-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한도 1만원 인상(3→4만원)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5만원 인상(458→473만원/월)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20→22만원/월)

시행일 : ‘17. 1월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아동의 자립 도모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보육교사처우개선
◦ 2016년도 지원 기준 대비 2017년도 지원 한도 증액

● 보건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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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간식비 인상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 노인복지담당 (☏ 710-2821)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경로당 간식비 인상
● (시 행 일) : 2017. 1. 1일부터
● (지원단가) : 1,300원 → 2,000원 /1일 1인, 12일 기준
● (월 지원기준) * 월평균 이용 인원별 8단계 차등 지원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바형
사형
아형
10인이하 11~14인 15~19인 20~24인 25~29인 30~34인 35~39인 40인이상

종전

1인
156천원 218천원 234천원 312천원 390천원 468천원 546천원 624천원
1,300원

개선

1인
240천원 336천원 360천원 480천원 600천원 720천원 840천원 960천원
2,000원

● (예 산 액) (‘16) 1,742백만원 → (’17) 2,960백만원 *12억원 증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강화 (도)
● (시 행 일) : 2017. 1. 1일부터
● (예 산 액) : (‘16) 124백만원 → (’17) 190백만원
● (지원내용) * 기존운영 : 18개 과목 (가요, 민요, 웃음체조, 요가,댄스등)
-신
규 : 자연비누 만들기, EM 활용 화장품 만들기, 할머니 네일아트 등
-확
대 : 경로당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복동행 실버영화관 운영 등
- 재능활용 : 재능보유 어르신 1경로당 1강사 양성·활동지원(80명)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경로당 간식비 단가 인상(1일 1인기준) : (기존) 1,300원 →(확대) 2,000원
▶시대변화에 맞춘 경로당 프로그램 도단위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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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 노인복지담당 (☏ 710-2821)

2017년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전년보다 19% 완화ㆍ조정됨에
따라 수급혜택을 받을 어르신 확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17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 사 업 비 : 128,941백만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구 분

유 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7년
119만원
190.4만원

‘16년
100만원
160만원

증 감
19만원↑(19%)
30.4만원↑(19%)

※ 소득인정액 :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물가 상승률, 신규 소득 연계분 등 반영 종합적으로 산정
<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 조정 예시 >
구
주택만 보유
노인가구
근로소득만
보유
노인가구

(단위 : 만원)

변경전

분
중소도시
(제주지역)
홀벌이

변경후

단독

부부

단독

부부

38,500

56,500

44,200

65,620

198.8

284.5

230

332

-

340.5

-

392

맞벌이

시행일 : ‘17. 1. 1일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조정
◦ (단독가구) 100만원 → 119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190.4만원
● 보건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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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 710-2791)

촉탁의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설노인의 건강악화 방지 및
외래 진료에 따른 부담 감소 등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촉탁의사 제도운영 현황
● (현  황) 요양시설에 ‘촉탁의사’를 배치하여 운영 (월2회 방문)
- 촉탁의사 인건비를 요양수가에 포함하여 포괄수가로 시설에 지급
● (문제점) 촉탁의사 제도의 형식적 운영으로, 추가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
               하게 되어 거동불편 노인과 시설의 부담 증가
☞ 촉탁의사 자격·지정·활동비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활성화 필요

2017년도 촉탁의 제도 개선 개요
● 지 정 : (종전) 시설장이 임의 지정 → (개선) 지역의사회에서 추천
● 자 격 : (종전) 의사, 한의사 → (개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비 용 : (종전) 시설 자율지급 → (개선)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청구
  ☞ 기대효과 : 입소노인이 의료기관 외래진료에 따른 부담감소와 촉탁의사 직접
      보상을 통한 책임성 강화

시행일 : ‘17. 1. 1일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료활동 비용 지급방법 변경
◦ (종전) 요양수가에서 촉탁의 인건비 시설 자율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 (개선) 건보공단에서 지급(80%) + 입소노인본인부담금(20%)
◦ (본인부담 진료비용) : 초진 2,120원, 재진 2,970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은 본인부담금 50%~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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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확대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710-2832)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을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 증진에 기여
확대개요
● (대 상)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추가지원 요건 충족자
● (사 업 비) 2,450백만원
● (급여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기준) 20 ~ 90시간
활동지원 등급
1등급

인정점수

바우처 지원액

380점~470점

시간환산

최중증(400점이상) 1인가구 831,600원

90

최중증(400점이상) 취약가구 831,600원

90

1등급(380~399점) 1인가구 646,800원

70

그외 수급자 231,000원

25

2등급

320점~379점

231,000원

25

3등급

260점~319점

231,000원

25

4등급

220점~259점

184,800원

20

시행일 : ‘17. 1. 1일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급여종류 확대
◦ (‘16년) 활동보조 → (’17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로 확대

▶지원기준 확대
◦활동지원 최중증 취약가구 : (‘16) 25시간 → (’17) 90시간으로 확대
◦활동지원 1등급 1인가구 : (‘16) 25시간 → (’17) 70시간으로 확대

● 보건복지여성분야

27

2017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확대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710-2832)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가족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확대개요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미취학자녀
- 제외 : 활동지원, 장애아동 양육지원사업의 돌봄서비스 이용자
● (사 업 비) 254백만원
● (서비스내용)
- 가정도우미 파견 돌봄서비스, 외출동행, 가사서비스, 양육지원 등 제공
● (지원기준) 월 32시간이내(1일 4시간 기준, 월 8회 이내)
● (본인부담금) 시간당 1,750원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장애인
● (신청단체)
명 칭(시행시기)

소재지

연락처

( 사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장애인부모회(’06.7월)

제주시 청사로 75
(도남동) 동남빌딩2, 4층

725-1370

제주시 지역

(사)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07.2월)

서귀포시 칠십리로72
번길 9 (서귀동)

733-0568

서귀포시 지역

시행일 : ‘17. 1. 1일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기준 확대
◦ (‘16년) 월 24시간(1일 4시간 기준, 월 6회)
→ (‘17년) 월 32시간 이내(1일 4시간 기준, 월 8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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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역재활병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담 (☏ 710-2832)

환자 및 보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운영개요
● (운영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서귀포시 동문로1, Tel. 064-730-9015)
● (도입배경) 도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 환자 및 보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비급여 간호간병료를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의료부담 경감
● (관련근거)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

(의료법 제4조의2 제4항)

● (적용병상) 1개 병동 (40병상)
● (사 업 비) 500백만원
● (간호 간병료) 월 517천원 (5인실)

시행 예정일 : ‘17. 4월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간병료 부담 경감
◦ 간호간병료 월1,050천원 → 월 517천원(530천원 경감, 5인실 기준)

● 보건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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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가족친화담당 (☏ 710-2886)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품앗이 육아를 위한 공간 제공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사회단절을 경험하는 양육자들의 다양한 돌봄 활동을 위한 소통공간 조성으로
양육친화적 지역문화 조성
사업개요
● (주요내용)
- 복지관, 아파트, 문화센터, 대형마트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자 공모 선정

-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려는 비영리단체(법인) 등
● (사 업 량) 15개소 ※ 2018년까지 전읍면동 각 1개소 설치
● (사 업 비) 850백만원
● (지원내용) 개소당 56백만원
- 설치비 : 50백만원(공간 리모델링 및 장난감 등 물품구입비)
- 연간운영비 : 6백만원(프로그램 운영, 제세공과금 등) *3년간 지원

시행일 : ‘17. 1. 1일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지원 확대
◦ (‘16년) 10개소 → (’17년) 15개소 → (‘18년)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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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 분야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ㆍ육성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가족친화담당 (☏ 710-2886)

개인적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비공식 영역의 소통ㆍ참여ㆍ나눔의 지역돌봄
공동체, 품앗이 육아 등 다양한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개요
● (주요내용) 지 역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자발적 자조모임 형태의
다양한 공동육아 활동 발굴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자 공모 선정

- 공동육아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주민 5인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 등
● (사 업 비) 230백만원
● (지원금액) 1개 공동육아팀별 연간 5백만원 이내
- 참여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필수사업 : 공동육아 활동(수눌음 돌봄, 함께 돌봄, 아빠육아 참여 등)
- 특화사업 : 모임별 2개 이상 신청
•직장맘·전업맘 협업 수눌음 육아 프로그램
•발달·체험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등 부모중심 돌봄활동
•부모교육, 재능기부 등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활동 등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확대
◦ (‘16년) 18개소 → (’17년) 30개소 → (‘18년) 50개소
● 보건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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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지원센터 기능 확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가족친화담당 (☏ 710-2886)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사업개요
● (가족친화지원센터 개소) 2016. 5. 20
● (주요기능)
- 가족친화기업진단 및 컨설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가족친화제도 직장교육(노무상담, 근로자서비스 연계 지원 등)
- 가족친화제도 발굴,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사업비) 300백만원(센터운영 200, 가족친화인증기업인센티브 100)
○ (센터 기능 강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지원
- (’15년까지) 11개소 → (‘16년) 20개소(신규 9) → (’17년) 30개소(신규 10)
- 가 족친화인증제도 도입 및 인증 신청기업에 대해 회사규정 정비, 근로자
상담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전 인센티브 지원

시행일 : ‘17. 1. 1일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활용 지원
◦ 가족친화적 회사규정 정비, 근로자 노무상담,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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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 710-2911)

환자 및 보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 제공

운영개요
● 운영기관 : 제주의료원
* 사업시행근거 : 의료법 제4조의2 제4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

● 사 업 비 : 44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국고지원사업 예산 확보(보건복지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위한 병동 리모델링 추진중 : ‘16.12말 완료 예정
● 적용병상 : 1개 병동 (20병상)
● 주요내용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시행일 : 2017년 하반기 예정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제주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동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 1개 병동(20병상) 운영

● 보건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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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무료검진 실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질병관리담당 (☏ 710-2939)

결핵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위해 생애주기별, 집단시설 종사자, 고위험군
잠복결핵 무료검진 실시 및 환자 관리 강화
개요
● (추진배경) ‘16. 8. 4.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연1회)
● (지원대상) 잠복결핵 고위험군
-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 고1, 40세 연령 대상 무료검진
-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병원급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
지시설 종사자 및 교정시설 입소자 등
● (지원내용) 잠복결핵 무료검진 및 치료제 지원
- (잠복결핵무료검진) 검진비용 1인당 약 4만원 지원
- (치료제 지원) 확진판정자 치료제 무상 제공, 1인당 83,520원
● (지원체계) 참여기관 수요조사(보건소) → 잠복결핵검진 실시(참여 기관) →
비용지급 신청(참여기관) → 비용지급(보건소)
● (지원시기) ‘17년 3월 ~ 12월

시행일 : ‘17. 1. 1일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전액 본인부담(1인당 7~8만원)으로 실시되던 잠복결핵 검진이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에 한하여 전면 무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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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대상 급식소 확대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710-294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대상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서
‘17년부터 100인 이상 어린이 급식소도 확대 운영

(도내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
● 지원내용
- 급식소의 식단작성, 영양 및 식사지도
-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교육자료 개발
-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관리, 위생교육 등
● 지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4개소 운영)

시행일 : ‘17. 1. 1일부터
등록신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중 실시【전화 : 754～3558】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어린이 급식소 확대 운영
◦ (기존)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 (확대)도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가능

● 보건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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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확대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건강증진담당 (☏ 710-2931)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기저귀 지원대상은
0~12개월에서 ‘17년부터 0~24개월로 확대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한 것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로 확대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15.1.1~’17.12.31출생)
영아 양육 가구
- 조제분유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
● 지원내용
(기 저 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시행일 : ‘17. 1. 1일부터
신청장소 :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운영
◦ 기저귀: (기존)생후 0~12개월 → (확대)0~24개월,
◦ 조제분유: (기존)산모질병ㆍ사망 가정 → (확대)아동 복지시설ㆍ가정위탁 및 부자ㆍ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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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및
시간제ㆍ요일제 시행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710-6031)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수거율 상승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처리비용 인상 및 시간제·요일제 시행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7년 1월 1일부터
● 배출시간 조정 : 24시간 배출 → 오후 3시~새벽 4시
● 품목별 요일제 배출 시행
● 소각장 반입 수수료 인상 : 톤당 63,000원→ 93,240원
●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 (가정) 22원/㎏→30원/㎏
●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현재
규격

일 반
•
재사용
특수용
(PP마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동

읍면

90
180
500
750
1,250

90
180
350
870

인상(안)
2017. 6. 30.
동

읍면

120
240
700
1,050
1,750

120
240
490
1,210

2017. 7. 1.
읍면동통합
120
240
700
1,050
1,750

20ℓ

신설

1,800

1,800

40ℓ

신설

3,600

3,600

● 환경보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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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빈용기 보증금 인상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710-60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빈용기 보증금을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
사업개요
●
●
●
●

지원대상 : 도민 전체
시행시기 :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비 : 비사업
주요내용 : 20년 넘게 유지되었던 빈용기 보증금 인상

*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되어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함
구

보

분

증

금

현행

변경

190㎖

20원

70원

190㎖~400㎖
(소주, 콜라, 사이다 등)

40원

100원

400㎖~1,000㎖(중ㆍ대형 맥주 등)

50원

130원

1,000㎖이상(대형 주스류 등)

100원~300원

350원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2017년 1월1일부터 생산되어 출고되는 제품부터 용기에 부착된 라벨(재사용표시)된
병류부터 적용됨.
◦ 소주병류(190ml) 40원 → 100원
◦ 맥주병류(400ml) 50원 → 130원
◦ 대형 주스류(1,000ml) 100원 → 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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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710-6081)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개요
● (대상) ‘05.12.31 이전 등록된 운행가능 경유차량 소유자(1인 1대)
● (지원요건)
①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검사의 배출허용
기준 이내인 자동차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중(현재 입법 예고 중)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⑥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시행일 : ‘17. 2. 예정
(사업 신청후 대상자 선정된 자에 한하여 폐차한 후 보조금 청구시 지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지원금액 : 신청차량 가액
(연초 보험개발원 발표, 분기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준자료)
▶ 지원기준
- 3.5톤 미만 : 1만원∼165만원
- 3.5톤 이상 6,000cc이하 : 1만원∼440만원
- 3.5톤 이상 6,000cc초과 : 1만원∼770만원
※ ‘00.12.31 이전 제작차량은 상한액 없음
● 환경보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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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 숲」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 710-6761)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생태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개요
● (치유의 숲 현황)
- 위치 및 면적 : 서귀포시 호근동 “시오름” 주변, 174ha
- 조성기간 및 개장일 : ‘12년~‘16년 / ’16. 6월(개장)
- 조성 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지방비 2,500)
- 주요시설 : 힐링센터, 힐링하우스, 치유숲길, 숲속교실 등
● (주요내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기준
구

분

금액(원)
어

입장료

주차장
체험료
(산림치유프로그램
3시간 내외)

른

1,000

청소년

600

경형자동차

1,000

중ㆍ소형

2,000

대

형

3,000

어

른

20,000

청소년·어린이

10,000

시행일 : ‘17. 1. 1일 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서귀포치유의 숲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체험료 징수
◦ ‘16. 6∼12월까지 무료 시범 운영 ⇒ ’17.1.1일부터 체험프로그램 등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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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상 사무소(일본 동경 대표처) 설립ㆍ운영
경제통상산업국 기업통상과 판로지원담당 (☏ 710-2625)

제주상품의 일본 수출확대 지원, 투자유치, 국제교류, 관광홍보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하여 일본 비즈니스 중심도시인 동경에 통상사무소 설치·운영 추진
추진개요
●
●
●
●
●

사업대상
운영기관
사 업 비
운영인력
사업내용

:
:
:
:
:

제주도내 수출기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389백만원
2~3명(공무원1명, 통상전문가 1명, 현지보조 1명)
제주상품의 수출,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의 업무지원

2016년까지 추진 사항
● 일본 출장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도지사 보고 : ‘16. 1. 7.
- 동경에 통상기능 중심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제주대표사무소”설립계획
보고 및 경제통상진흥원 통보(‘16.1.8)
● 도·경제통상진흥원 합동워크숍 개최하여 후속조치 협의 : ‘16. 2. 29.
- 동경대표처의 기관 형태 등 현안문제 협의
● 동경대표처 설립방안 의견 제출(경제통상진흥원 →도) : ‘16. 7. 18.
● 동경대표처 설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6. 11. 3
● 동경대표처 설립 및 사무실 입지장소 선정 등을 위한 현지 사전답사 : ‘16.12.13.~12.16.

2017년부터 추진 계획
● 동경대표처 현지 사무공간 확보 및 지사(법인) 설립 추진 : ‘17. 1~2월
● 동경대표처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기 비치 : ‘17. 3월
● 동경대표처 업무 개시 : ‘17. 4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제주상품의 일본시장 수출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 경제통상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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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 지원
경제통상산업국 기업통상과 판로지원담당 (☏ 710-2625)

도내 중소기업의 스토리텔링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제품의 판로확대를 도모
하고, 브랜드 파워 및 시장 경쟁력 증대 유도
* 기업별 브랜드 또는 제품의 스토리 개발 제작 지원 : 150백만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3 ~ 12월
● (사 업 비) 150백만원
● (사업대상) 도내 소재 기업 생산제품 또는 제품관련 서비스
● (지원요건) 스토리텔링 희망요소, 적합성, 사업성, 활용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제조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에 한하며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 등

● (지원내용) 기업 당 30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보조율 90%)
● (수행방법)
- 스토리텔링마케팅 전문가와 선정 기업체간에 1:1 전담 멘토링 운영
-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및 활용방안(BI시안, 홍보계획, 홍보물 등)
- 기업 요구 및 진행사항을 고려한 결과물 도출
* 스토리텔링 마케팅 : 제품이나 제품관련 서비스에 ‘이야기’라는 또 다른 재미있고
친근한 소재를 개발ㆍ접목시켜 보다 설득력 있게 제품이나 서비스 내용을 강하게 전달

모집 공고 : 2017. 2월(예정) /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단순마케팅에서 벗어난 도내 제품의 홍보 마케팅 기법 변화
◦ 시장확대, 제품 포지셔닝, 타킷 채널 등 전략 방향 설정 강화로 판로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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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경제통상산업국 기업통상과 경영지원담당 (☏ 710-2631)

기금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부담 경감 및 자금 지원 효율화를 통한 중소
기업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개요
●
●
●
●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도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총43개 지원대상업종)
연중(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을 통한 저금리 융자 지원

* 시중은행(협약금융기관)에서 융자추천에 대한 대출실행 시 1.7 ~ 3.0%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자금별 지원한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시설+운전) : 최고 90억원 이하
-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 2천만원~5억원 이하

2017년도 융자지원 정책 개선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기업* 이차보전 우대지원 시행
-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2년간 우대금리(일반기업 대비 대출금리의 20%
(시설자금) / 0.7% 우대) 적용
* 대표자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중기청 기준)

● 2017년도 경영안정지원자금 협약최고대출금리 인하
- (현행) 보증서 3.9%, 부동산 4.2% → (개선) 보증서 3.8%, 부동산 4.1%
● 운전자금 협약대출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신용·보증서 담보)
-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최고 1.96%) → (개선)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청년창업기업 우대지원 : (시설자금) 대출금리의 70%, (운전자금) 2.8% 이자차액 보전
▶ 자영업 등 영세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 협약최고이율 0.1% 인하, 운전자금 중도
상환수수료 폐지(부동산 담보 제외)
※ 시행일 : 2017. 1. 2부터(「2017년도 융자지원계획 공고」)
● 경제통상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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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및 아이디어 상품개발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경제통상산업국 기업통상과 기업통상정책담당 (☏ 710-2521)

대학생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창업 전문화교육 및 시제품 제작,
전시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아이디어 산업화, 창업붐 조성을 유도하기 위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1 ~ 12월
● (사 업 비) 150백만원
● (사업수행)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팹랩제주)
● (사업대상) 도내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
● (사업내용) 아이디어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이디어 창업 시제품 제작지원,
아이디어 창업 전시 프로젝트 진행
● (수행방법) 3D프린터 사용 등 교육시설 활용 창업 준비자 및 초기 창업 기업가의
아이디어 실현 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창조공방 설치 등)

* 팹랩 (FABRICATION LABORATORY) : 레이저 커터, 3D프린터 등 디지털 제작 장비를
사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공간

사업안내 : 2017. 2월(예정) /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외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디지털 제작장비를 활용한 청년 아이디어 협업사업으로 창업유도
▶ 제주의 청정 자연자원을 활용한 3D프린팅 구현 및 제작, 전시프로젝트 진행
▶ 팹랩아시아네트워크(아시아-서울-제주), 글로벌 팹 컨퍼런스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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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경제통상산업국 전략산업추진단 전기차정책팀 (☏ 710-2613)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 실현을 위하여 도내 전기차 100% 대체를 통해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의 글로벌 메카 제주 실현
보급개요
● 보급대수: 7,361대
● 지원대상: 제주도민, 도내기업
● 접 수 처: 도내 34개 전기차 판매처(영업점)
● 지원내용: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당 2천만원 지원
※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의 공모방식으로 지원할 예정(대당 3백만원)

● 지원사항
- 한시적 특례 적용, 충전기 전기 기본요금 면제 및 충전 전력 50% 감면
- 전기차 구매자 최대 400만원한도 세제감면
- 전기차 이용자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전액 감면 등

보급시기 : ‘17년 1~2월 중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1백만원 축소 지원됩니다.(2,100만원 → 2,000만원)
▶ 기존 전기차 구매와 함께 지원되던 충전기는 2017년부터 별도의 공모방식(환경부)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1대당 3백만원 범위)
▶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충전기 사용 전력요금도 50%
감면됩니다.

● 경제통상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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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경제통상산업국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 710-3071)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의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의
택배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상인들의 매출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도소매업으로 하여, 취급종목이 농수축산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 지원대상의 세부자격·조건 및 지원한도,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

● (지원내용)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이 도외로 판매(발송)하는 택배비용
일부지원
* 택배물품 개당(택배비용 5,000원 기준) 2,500원(50%) 지원

시행일 : ‘17. 4. 1일(예정) 부터
사업기간 : ‘17. 4. 1 ∼ 예산소진 시까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의 물류비용 지원
* 도외로 판매(발송)하는 택배비용의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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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진흥담당 (☏ 710-2121)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단계별로 적법화 추진

보급개요
● 대 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1) 행정시(축산과)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의 및 상담
2)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을 통하여 측량성과도 발급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측량
3)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 측량 결과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서” 및 건축,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신고·허가·준공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시 민원실에 제출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단계
- 1단계 (2018.3.24.한)
• 소(500㎡이상), 돼지(600㎡이상), 닭·오리(1,000㎡이상)
- 2단계 (2019.3.24.한)
• 소(400~500㎡이상), 돼지(400~600㎡이상), 닭·오리(600~1,000㎡이상)
- 3단계 (2024.3.24.한)
• 소(400㎡미만), 돼지(400㎡미만), 닭·오리 (600㎡미만)

● 농축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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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 (☏ 710-3051)

문화, 여가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지역 여성
농업인에 대해 문화, 스포츠, 여행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규모 : 630백만원(도비 504, 자담 126)
● 지원대상 : 읍·면·동지역 전업여성농업인
* 2017년부터 동지역 포함 전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

● 지원분야 : 문화, 스포츠, 여행 분야 지원
● 주요내용 :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 행복바우처카드 발급 후 문화, 스포츠, 여행
분야에 10만원 한도 지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절차 >

●카
 드발급 및 수령방법
- 카드 발급 방법
• 본인이 직접 농협은행 시지부 방문시 : 본인확인 신분증 및 자부담 2만원 납부
• 읍ㆍ면ㆍ동사무소 위탁 발급시 :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자필작성 및 자부담
2만원 납부

- 카드 수령 방법
• 본인이 직접 농협은행 시지부 방문시 : 현장 발급 수령
• 읍ㆍ면ㆍ동사무소 위탁 발급시 : 신청서 접수일로 15일 이내 읍ㆍ면ㆍ동사무소 직원이
수령 후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배부

※ 카드사용 제한 : 당해 연도에 한해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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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지원 확대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 (☏ 710-3051)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가 부담률이 높아 보험 가입률이 떨어짐에 따라 농가
부담 보험료의 70%를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보험 가입율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화 도모

추진개요
● 지원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내용
-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도비 지원
● 주요 작물별 재해(수입보장)보험 가입대상 품목 및 시기
•감 귤(재해) : ‘17. 2. 28 ~ 3. 22일,
•콩(재해·수입) : ‘17. 6. 3 ~ 7. 19일
•농업용시설 하우스(재해) : ‘17. 1. 1. ~ 11. 30
● 도비지원 내역: 국비 50%, 농가부담 50%
- (현행) 국비 50%, 도비 25%(농가부담료의 50%) 자담 25%
- (개선) 국비 50%, 도비 35%(농가부담료의 70%) 자담 15%
→ 농가부담 10% 경감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행정에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험가입율 향상과 농업
경영안정화 도모
◦ (현행) 농가부담료의 50% 도비지원 ⇒ (확대) 농가부담료의 70% 도비지원
● 농축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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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월동채소 품목별 자조금 조성 확대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원에진흥담당 (☏ 710-3181)

농민,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행정이 협치를 통해 시장 변화와 수급 조절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월동채소류 등 주요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
추진개요
● 총사업비 : 300억원(지방비 150, 자부담 150) *1:1매칭
● 주요내용
- 대상품목 : 6개 품목(당근,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감자)
※ 5개년 평균 조수입이 300억원 이상 품목 한정

- 자조금 조성 : 품목당 50억원 목표
- 자조금 단체 육성 : 품목별 농업인, 유통업자, 생산자단체 참여

자조금 조성 목표(누계)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30년까지

자조금

4

4

8

16

300

사업기간 : ‘17. 1. 1일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대상품목 확대
◦ (현행) 당근 ⇒ (확대) 당근,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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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타이벡 지원사업 확대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담당 (☏ 710-3261)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당도 1브릭스를 높이는 검증된 고품질 생
산 정책인 (타이벡재배) 확대를 위한 농가지원 확대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고품질감귤 생산희망농가
● 현행 지원범위 및 조건
- 토양피복(타이벡)지원 : 매년 100ha 내외
(지원단가) 17,800천원/ha 범위내 (60% 보조)
● 확대되는 사항
- 지원계획 : 500ha (`16년 79ha)
- 보조지원 대상제외 농가에 대한 전액 무이자 융자지원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지원계획 확대 및 다양화
◦ (현행) - 감귤원 토양피복(타이벡)지원 (매년 100ha내외 지원)
◦ (확대) - 감귤원 토양피복(타이벡) 지원사업 500ha 추진
• 보조사업과 병행하여 지원순위와 자격요건으로 인해 지원 제외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지원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설치 가능

● 농축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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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 710-3271)

기능성 성분이 많은 풋귤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성을 확보 (*풋귤 농장 사전
지정제 도입)하고 대형마트 등을 이용한 틈새시장 공략으로 풋귤 산업화

추진개요
● 지원대상
- 풋귤 유통활성화를 위한 대형거래처 발굴 지원
- 대형마트 직거래 출하용 풋귤에 대한 상자대(600원) 지원
● 기대효과
- 개화불량과원에 대한 풋귤전용 관리 및 출하로 감귤생산량 조정 및 농가소득 창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풋귤 유통기간 및 안정성 확보 현실화
◦ (현행) - 풋귤 유통허용 기간 : 매년 8월 31일한
- 풋귤 안전성 확보 : 농가책임, 일부 검사비 보조
◦ (변경) - 풋귤 유통허용 기간 :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현실화
- 풋귤 안전성 확보 : 풋귤 출하농장 사전 지정
- 출하처 다양화 : 농협계통출하, 대형거래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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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담당 (☏ 710-3241)

양식어업인의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보급개요
● (지원대상) 수산물 양식어가(육상양식 및 해상 가두리)
● (지원내용) 양식재해보험료 자부담금 중 40% 지원
● (지원요건) ‘17. 1. 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육상양식어업 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
○ (‘17년 예산액) 지방비 500백만원

시행일 : 2017. 1. 1일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재해로 인한 어업인 재산보호 및 양식경영안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처음 시행
◦ 도내 392개 양식업체 수혜로 경영안정

● 해양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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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격보전 확대 지원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 710-3231)

2011~2012년 소라가격이 5,000원대를 유지하였으나 엔저영향, 판매 경로
협소 등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하락하여 해녀소득 안정화를 위해
해녀 주 소득원인 소라가격 보전 필요

사업개요
● (지원대상) 해녀어업인
● (지원내용) 소라가격 안정을 위해 소라 kg당 5,000원 가격보장
● (지원요건) ‘17. 1. 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지구별수협 소속 어촌계 해녀
어업인으로서 마을어장에서 채취한 소라를 소속 수협에 계통 판매한 소라에 한함
● (‘17년 예산액) 지방비 300백만원
* 예산 부족 시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 지원

시행일 : 2017년 하반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2016년) 소라 kg당 350원 가격보전 → (2017년) 소라 kg당 1,000원 가격보전
◦ 도내 해녀어업인 4,377명 수혜로 소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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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잠수복 확대 지원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 710-3231)

물질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해녀들에게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조업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해녀복 확대 지원 필요

사업개요
● (지원대상) 해녀어업인
● (지원내용) 해녀잠수복 해녀 1인당 년 1회 1벌 지원
● (지원기준) 해녀잠수복 1벌당 320천원 내외
● (지원요건) ‘17. 1. 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지구별 수협 소속 어촌계별
마을어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
● (‘17년 예산액) 지방비 537백만원
* 예산 부족 시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 지원

시행일 : 2017년 하반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기존) 해녀 1인당 3년마다 1벌 → (2017년) 해녀 1인당 매년 1벌 지원
◦ 도내 해녀어업인 4,377명 수혜로 조업환경 개선

● 해양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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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지원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담당 (☏ 710-3211)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어가당 지원금액 상향 지원

사업개요
●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어가
● (지원내용) 어가당 55만원 지원(5만원 상향 지원)
* 2017년부터 매년 증액하여 ‘20년까지 어가당 700천원을 지원할 예정

● (지원요건)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경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의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 (‘17년 예산액) 2,188백만원(국비 1,750, 지방비 438)

시행일 : 2017. 1. 1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2016년) 어가당 50만원 → (2017년) 어가당 55만원 지원
◦ 도내 3,665어가 수혜로 어업경영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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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해안 지킴이, 「해양환경 미화원제도」 운영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710-3221)

중국·일본 및 남서해안에서 수시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부터 청정해안을
지키기 위한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를 운영 ⇒ 취약지역 상시 정화체계 구축
사업개요
● (소요인력) 지역주민 70명
● (사업집행) 행정시(해양수산과)
● (‘17년 예산액) 지방비 1,000백만원
- 제 주 시 : 35명 × 60천원 × 20일 × 12월 = 500백만원
- 서귀포시 : 35명 × 60천원 × 20일 × 12월 = 500백만원
● (운영계획) 취약지 해안별로 일시사역 인부 고정배치
- 책임구간 : 1인당 2㎞(해양환경미화원 70명/취약해안 140㎞ 담당)
※ 취약지역이 아닌 일반해안은 국비지원사업(해양폐기물정화사업)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행일 : 2017. 1. 1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도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근본적 해결
▶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70개

● 해양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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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예방 구명장비 개발 보급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과 어선어업담당 (☏ 710-3216)

최근 연안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선 원거리 조업 증가 추세로
어선안전사고 자주 발생하여 어선 충돌, 전복, 화재 등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 예방 및 어업인 재산 보호 필요

사업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조업 중 해난사고 발생(실종자) 시 수색·구조 지연
- 구명동의 미착용 등으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
● (‘17년 추진계획)  
- 조업 중 상시 착용 가능한 구명장비 개발 보급
⇒ 익수 발생 시 자동으로 공 형태의 부이가 생기게 되는 “벨트형 자동 팽창식 부이”를
개발 중이며, 개발완료 시 시험보급, 검증 후 전 어선확대 보급 추진

시행일 : 벨트형 구명장비 개발 및 검증 완료 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어선 안전조업 및 사고예방을 위한 도내 3톤미만 소형어선(부부 및 나홀로 조업 어선)
244척 지원 계획
◦ 도내 소형어선 해상사고로부터 안전ㆍ안심조업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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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 확대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예방지도담당 (☏ 710-3541)

재난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전 복지서비스 확대 안전망 구축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친 서민 119생활안전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 사 업 비 : 2017년도 190백만 원(5,632가구)
● 지원물품 : 소화기 1, 단독경보형감지기 1(1가구 기준)
‘17년 2월 5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주 소방에서는 취약계층에 기초 소방안전
시설무료 보급을 위한 신청을 소방서 및
화재용소화기

읍면동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화재알림경보기

● 설치지원 : 지원대상자(취약계층) 신청을 받아 소방관서에서 설치
※ ‘09년 ~ ’16년간 26,416가구(70.1%)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지원

● 신청 접수처
    •행정시 읍·면·동사무소
    •관할 소방서 및 119센터
      - 제 주 소 방 서 (☎ 729-0152)
      - 서귀포소방서 (☎ 730-7174)
      - 서 부 소 방 서 (☎ 795-0171)
      - 동 부 소 방 서 (☎ 780-9175)

:
:
:
: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애월읍 ~ 안덕면 지역
조천읍 ~ 남원읍 지역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사회적 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소화기, 경보기) 확대보급 사업
◦ 추진실적 : 총 37,680가구 중 26,416가구(70.1%) 보급
◦ 사업계획 : 5,632가구 → 안전시설 11,246대 설치 예정

* 수혜사례 40건 11억여 원 피해경감

● 소방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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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군 현역병 전환복무자)
선발시험 운영방법 개선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담당 (☏ 710-3511)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도내 의무소방원 지원 희망자
(군 현역병)에 대한 시간ㆍ경제적 부담 저감
※ 의무소방원 : 군 현역병 전환복무자로서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 보조역할 수행(복무기간 : 23개월)
(유사) 경찰 → 의무경찰 / 소방 → 의무소방원

●선
 발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4개 기수
● 선발절차 : (1차) 신체·체력검사 → (2차) 필기시험* → (3차) 면접시험
* 필기시험 과목(3과목) : 국어, 국사, 일반상식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개선사항)
구분

현재(~2016년)

1차시험
(신체ㆍ체력)
2차시험
(필기)

개선(2017년~)
도내에서 시험

중앙 통합 운영
(타 시도에서 시험)

3차시험
(면접)

도내에서 시험
좌 동

※ 시험운영 주관은 기존과 같이 중앙소방본부(중앙소방학교)이나, 제주지역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제주’지역만 일부 시험 도내에서 실시함.
단, 평가의 공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험출제ㆍ면접시험은(동일 면접관) 기존과
같이 통합운영

● 기대효과 : 도내 현역 입영대상자 중 의무소방원 지원 희망자에 대한 시간·경제적
    부담 저감
※ (기존) 총 3회 타 시도(중앙통합)에서 시험 : (경비) 약 80만원

→ (개선) 1회(면접)만 타 시도(중앙통합)에서 시험 : (경비) 약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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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분야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예방지도담당 (☏ 710-3541)

소방시설법(시행일)
● 50세대 이상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부등
    소화설비 설치하도록 규정(‘17. 1. 28.)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1층과 2층에도 피난
    기구 설치하도록 규정(‘17. 1. 28.)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17. 1. 28.)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건축물 기준을 명확화(‘17. 1. 28.)
●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을 3급으로
    하고, 그 외의 대상을 2급으로 분류하여 소방안전 관리 등급을 3단계화(‘17. 1. 28.)
●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 기준을 강화함
    (‘18. 1. 28.)

다중이용업소법(시행일)
● 안전시설등 공사를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16. 7. 1.)
    - (개정)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부과(300만원 → 50, 100, 300만원)
● 4층 이하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 기준 개선
    - (개정) 추락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시설 세부기준* 마련
      *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문 개방시 경보음 취명, 안전로프 설치

● 소방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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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분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자치경찰 관광치안센터 구축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관광경찰담당 (☏ 710-8890)

외국인 강력범죄 급증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활동 강화 		
자치경찰 역량 집중, 가시적 대응으로 도민안전 확보 및 외국인 범죄 예방
2016년까지 추진사항
●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관광경찰 치안센터 운영 범죄예방순찰 활동 강화
    - 바오젠거리, 탐라문화광장(경찰버스이용) 거점 치안센터 2개소 시범운영
- 기존 관광안내 중심에서 강력한 범죄예방, 기초질서위반 단속 순찰로 전환
●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행위 강력단속(1,389건)
- ‘16. 10. 1.부터 외국인 기초질서위반사범 집중 단속 기간 설정, 운영
- 외국인 무단횡단1,162건, , 오물투기 227건등 강력 단속, 기초질서 준수의식 향상
● 제주형 관광경찰상 정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외국인 범죄관리 우수사례 도입
    - 전문가 의견 : 관광경찰 권한강화로 특화된 활동 및 외국인 대상 강력한 법집행 필요
- 우수사례 : 서울관광경찰, 가리봉지구대, 안산 다문화치안센터 벤치마킹을 통한
기초질서위반행위 강력단속, 생활환경 정비 및 캠페인 활동 등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관광치안여건 및 수요 고려, 도내 주요관광지 관광치안센터 확대 운영
2016년 현재
바오젠거리, 탐라문화광장

2017년 확대
⇒

(기존) 바오젠거리, 탐라문화광장
(확대) 성산일출봉, 용두암

● 사 업 비 : 64백만원
● 사업효과
-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범죄심리 사전 억제
- 제주 맞춤형 관광경찰활동 적극 전개, 세계적인 관광안전도시 위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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