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의장단 현지의정활동으로 지역현
안 청취와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 견제 69
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하선영 의원), ‘경상남도교육
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이성용 의원),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성애 의원),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황종명 의원),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
호활동 지원 조례’(김윤근 의원),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
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양해영 의원) 등 총 6건을 제
정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277건, 건의사항 220건
등 총 497건을 발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道花 : 참꽃
道木 : 녹나무
道鳥 :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캐릭터 : 돌이와 소리(돌하르방과 해녀)
도청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도지사 : 원희룡(元喜龍)

개관
연 혁 제주특별자치도는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탐라
(耽羅)국 또는 탁라(乇羅)국으로 불리다가 고려 숙종 10년(1105
년) 탐라군으로 편입되면서 독립성을 잃었다.
제주(濟州)라는 명칭은 고려 고종(1192∼1259년) 때 탐라군을
제주로 개편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충렬왕 원년(1275년)에 총관
부가 설치되면서 제주의 명칭이 다시 탐라국으로 개칭됐고, 충
렬왕 20년(1294년) 제주로 복호됐다. 조선시대인 1397년 제주
목(牧)이 설치됐다.
일제 강점기인 1915년 5월 제주·정의·대정 3개 군제(郡制)
가 폐지되고 도제(島制)로 개편되면서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
하는 도사(島司)를 뒀는데 도사는 전남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행정사무를 수행했다.
도제는 해방 이후 미 군정 때도 계속되다가 1946년 8월 1
일 전라남도 행정구역에서 분리돼 도(道)로 승격되면서 북제
주군과 남제주군 등 2군·1읍·12면이 설치됐다. 제주시는
1955년 9월 1일, 서귀포시는 1981년 7월 1일 각각 읍에서 시로
승격됐다.
2006년 7월 1일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
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
제주군이 폐지되고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행
정시, 7읍, 5면, 31동으로 개편됐다.
면 적 2017년 말 기준 총면적은 1천849.1㎢로, 남한 전체
면적의 1.85%를 차지한다. 용도별 점유율은 경지 28.7%, 임
야 47.1%, 대지 3.7%, 도로 4.7%, 기타 15.8% 등이다. 부속 섬
은 유인도 8개, 무인도 71개 등 모두 79개다. 해안선 길이
는 본섬 415.56㎞, 부속 섬 136.22㎞ 등 총 551.78㎞다. 본섬
과 부속 섬의 전체 자연 해안선은 359.45㎞(본섬 250.74㎞),
항만 등 인공 구조물로 생성된 인공 해안선은 192.33㎞(본섬
164.82㎞)다.
자연환경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
서 사면은 경사도가 3∼5°로 완만하고, 남북 사면은 5°정도로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룬다. 지질은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질
안산암(粗面質安山岩), 조면암 등의 화산암류와 기생화산에서
분출한 화산쇄설암(火山碎屑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
흑갈색의 화산재로 덮여 있다.
동물은 한대성과 열대성이 함께 서식한다. 포유류 77종, 조
류 198종 등을 비롯해 파충류, 양서류가 각각 8종, 곤충류 873
종, 거미류 74종 등이다. 식물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온
대, 한대식물 등이 수직으로 분포하고 있다. 종류는 2천여 종
(백두산 500여 종, 지리산 1천여 종)에 달해 식물의 보고라고
할 만하다.
한라산 일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는 유네스코
에 의해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2007년 세
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세계 최초의 지역이 됐다. 산업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이 50여 가지가 넘게 파악될 정
도로 제주 생물자원의 가치가 높다.
인 구 2017년 말 기준 27만8천203가구 67만8천772명(외국
인 2만1천689명 포함)이다. 제주시는 19만8천454가구 49만2
천401명, 서귀포시는 7만9천749가구 18만6천371명이다. 전체
인구는 2016년도 26만6천972가구 66만1천190명에 견줘 가구
수는 1만1천231가구(4.2%), 인구수는 1만7천582명(2.7%) 증가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면적·가구·인구·행정구역
(201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합

면 적(㎢)

가 구(세대)

인 구(명)
계

한국인

행정단위
외국인

읍

면

동

통

리

반

계

1,849.1

278,203

678,772

657,083

21,689

7

5

31

514

172

5,381

제 주 시

978.4

198,454

492,401

478,700

13,701

4

3

19

449

96

4,129

서귀포시

870.7

79,749

186,371

178,383

7,988

3

2

12

65

7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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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년 예산액

항목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계

총 계

비교
증감

5,029,742 4,183,201 846,541 4,449,307 580,435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2016년도 수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1,399,001 1,399,001

- 1,209,033 189,968

1,244,347 1,244,347
144,854 144,854
9,800
9,800

- 1,070,868 173,479
- 128,496 16,358
9,669
131

309,112

128,213 180,899

290,384

18,728

262,506
46,606

109,800 152,706
18,413 28,193

246,545
43,839

15,961
2,767

지방교부세

1,326,739 1,311,139

보조금

1,272,33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내부거래

15,600 1,184,926 141,813

989,973 282,363 1,265,721

722,555

354,876 367,679

263,244
459,311

171,600 91,644
183,276 276,035

6,615

499,244 223,311
163,075 100,169
336,169 123,142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목
총 계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2018년 예산액
계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비교
증감

5,029,742 4,183,201 846,541 4,449,307 580,435
580,485 544,661 35,824 490,327 90,158
163,905 126,228 37,677 154,112
9,793
100,604 100,604
- 77,419 23,185
271,055 271,055
- 229,563 41,492
699,893 300,863 399,030 593,302 106,591
1,006,206 898,142 108,064 847,875 158,331
66,452 66,452
- 54,170 12,282
539,553 511,984 27,569 489,406 50,147
217,942 187,701 30,241 277,787 △59,845
483,896 373,163 110,733 429,416 54,480
205,886 144,360 61,526 149,496 56,390
5,512
5,512
3,443
2,069
37,703 37,703
- 50,940 △13,237
650,650 614,773 35,877 602,051 48,599

재정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총 예산액은 5조297억원(일반회
계 4조1천832억원, 특별회계 8천465억원)으로 2017년 당초 예
산 4조4천493억(일반회계 3조7천117억원, 특별회계 7천376억
원)보다 13.05%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는 34.5%다.

중점 추진사업
청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제주미래비전 수립 제주 백년대
계를 위한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했다. 제주미래비전의 정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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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생태·자연·청정 제주, 편리·안전·안심 제주, 성장관
리 제주, 상생·창조 제주, 휴양·관광 제주, 문화·교육·복
지 제주 등 6가지다.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제주형 일자리 정책 3월 일자리정
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관내 사회적기업 대표, 대
학교수, 노동 관련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출범했다.
대규모 투자 사업장 채용 인력의 80%를 도민으로 채우고
해외연수를 거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투자-교육-고용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 일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겐팅싱가포르와 ‘신화역사공
원 복합리조트 취업 연계형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실무양성
과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청년 해외연수 및 취업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은 홍콩의 란딩인터내셔
널이 투자해 제주에 설립한 람정제주개발이 하고 있다. 람정제
주개발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5천 명 가운데 80%를 제주도민
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형 투자 개발사업에 지역 업체를 50%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130%에 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도도 도입했다.
도민 숙원인 제2공항 건설 입지 선정 2025년 개항을 목표로
국비 4조8천734억이 투입되는 제2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국토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컨소시엄과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시행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의 섬 구체화 5월 ‘지속가능한 도시의
문화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주제로 제2회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정상회의(UCLG Culture Summit)를 개최해 66개국 문화 전
문가와 예술인 등 1천여 명이 참가했다.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가 유네스
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제주 해녀 9천500명은 2017
년 4월 해녀협회를 창립하고, 제주해녀문화 세계화에 앞장서기
로 했다. 도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제주 해녀의 날’로 지
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도내 해녀 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
년간 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해녀문화 보존에 힘쓰고 있다.
세계 유일 ‘탄소 없는 섬’프로젝트 구체화 제주도는 2030년
까지 도내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대체하고, 전력 사용량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차
160대를 보급한 이래 2017년 현재까지 총 1만1천329대(전국 등
록 전기차의 45.1%)를 보급했다.
2017년 말 현재 순간발전량 총 392㎿의 규모의 신재생에너
지 설비가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풍력 20개소
119기 269㎿, 태양광 417개소 115㎿, 소수력 2개소 460㎾, 바이
오 5개소 4천739㎾, 폐기물 1개소 2천400㎾다. 현재 도내 전체
발전량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3.61%다.
경제 3대 지표, 도민 생활만족도 상승 중국의 사드배치 보
복 등 어려운 환경변화 속에서도 2017년 제주의 경제성장률
은 6.9%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2.8%보다 4.1%포인

트나 높았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 중심의 예산
개혁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강력한 재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해
2013년 4천190억원이던 외부 차입금을 모두 갚았다. 지방채는
6천927억원에서 3천541억원으로 48.9%나 낮췄다. 1차 산업의
조수입은 농업이 1조4천953억원에서 1조7천680억원으로, 축산
업이 7천932억원에서 9천500억원으로, 수산업이 8천55억원에
서 1조516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국 최초로 농어촌진흥기
금 이자율 1% 이하 도입 등 농어가 맞춤형 정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소득을 창출했다.
2007년 처음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은 후 2012년, 2017년 3회
연속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시아 지역에서 3회 연속 인
증을 받은 도시는 제주가 처음이다. 지역안전지수는 2015년 전국
6위에서 2017년 3위로 올랐다. 교통문화지수 역시 17위에서 전국
3위로 상승했다. 2017년 도민 생활만족도 조사에서 63.4%가 ‘만
족’한다고 답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57.4%다.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액이 2013년 2천449억원에서 2017년 1
조173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 투자자와 지역이 공동으로 이익
을 얻는 투자 유치 3원칙으로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
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제시하고 투자 유치에 힘썼다.
자원재활용률은 2013년 하루 516.2t에서 2017년 하루 680t으로
32% 올랐다. 전국 처음으로 요일별 재활용품 배출제도를 시행한
결과 혼합배출이 크게 줄어들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향상됐다.
30년 만의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를 시행하고, 버스 노선과 운영 체계를 바꿔 대중교통 이용률
을 높였다. 전국 최초로 모든 대중교통 버스에 무료 공공 와이
파이(WiFi)를 설치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3만7천680가구에 소
화기와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취약계층 기초안전시설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 주력 행복한 제주 만들기 전략
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제주, 일자리가 넘쳐나는 제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주, 즐거움과 휴식이 있는 제주, 경제가 커가
는 제주, 환경자산을 지키는 제주,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 상생
과 참여하는 제주 등 8대 전략과 25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산업
경제지표 2016년 잠정 경제성장률은 6.9%, 1인당 GRDP(지
역내총생산)는 2천734만원이다. 지방세와 국세 증가율은 각
각 22.4%, 33.3%다. 2016년 기준 산업구조별 지역총생산은 1차
12.5%, 2차 18%, 3차 69.9%다. 도내 사업체는 5만7천791개소,
종사자는 25만8천188명이다.
농 업 2016년 말 기준 경지면적은 6만2천140㏊며 밭 6만2
천123㏊, 논 17㏊다. 감귤재배농가는 3만1천525가구로 전체 농
가 수의 95.2%다. 2016년도에는 2만491㏊에 감귤이 재배돼 60
만t을 생산했다. 감귤 조수입은 9천114억원, 기타 과수 조수입
은 476억1천300만원이다. 그 밖의 농업분야 조수입은 식량작
물 840억900만원, 채소류 6천767억6천만원, 특용작물 300억
600만원 등이다.

축 산 2017년 말 기준 사육가축은 한우 3만4천225마리, 육
우 1천519마리, 젖소 4천169마리, 돼지 55만7천703마리, 닭 173
만3천61마리, 말 1만5천177마리, 사슴 584마리, 양봉 7만6천263
군 등이다. 이들 8개 축종 농가 수는 2천678가구다. 목장은 관
영목장 3, 기업목장 24, 마을공동목장 53 등 80개소다. 초지면
적은 1만6천123㏊다. 2017년도 축산물 수출량은 950t, 수출액은
157만1천 달러다.
임 업 2017년 말 기준 임야면적은 8만8천22㏊로 공유림 4
천589㏊, 국유림 3만6천366㏊, 사유림 4만7천67㏊다. 전체 산
림 가운데 임목지는 6만4천914㏊, 무임목지는 2만3천108㏊다.
수산업 2016년 12월 말 기준 어업 종사자는 4천82가구, 9천
457명이다. 어선은 1천952척, 총톤수는 1만8천795t이다. 수산물
관광자원 현황
구분

영주10경

개소

주요안내

10

1. 성산일출 2. 녹담만설 3. 귤림추색 4. 영구
춘화 5. 산포조어 6. 고수목마 7. 정방하폭 8.
산방굴사 9. 사봉낙조 10. 영실기암
1. 철새들의 낙원, 하도리
2. 눈이 그린 그림, 1100도로
3. 이어도가 보이는 언덕, 송악산
4. 사랑의 언덕, 섭지코지
5. 신이 빚은 조각, 지삿개 주상절리
6. 용(龍)이 사는 연못, 용연
7.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돈내코
8. 바람이 빚은 곡선미, 아부오름
9. 노을이 아름다운 포구, 자구내 포구
10. 섬 속의 섬, 우도

신(新) 영주10경

10

계곡

6

탐라계곡, 구구계곡, 안덕계곡, 무수천, 돈내
코, 수악계곡

폭포 및 소연

6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용연, 엉또폭포, 용
소연포

동굴

10

만장굴, 빌레못굴, 김녕사굴, 미천굴, 소천굴,
협재굴, 쌍용굴, 와흘굴, 구린굴, 황금굴

기암

14

용두암, 성산기암, 외돌개, 바람바위, 영실기
암, 방선문, 절부암, 우두암, 용암수형, 산방산,
백록담, 성판악, 삼각봉, 왕관(릉)

수림

4

비자림, 동백군, 구상나무군, 철쭉

기생화산

368

월랑봉(다랑쉬), 용눈이, 어승생악, 산굼부리,
송악산 등

식물

종 1,841 왕벚나무, 문주란, 난(한란, 새우내란) 등

곤충 등 동물

종 3,315

물장군, 왕은점 표범나비, 팔색조, 노루, 오소
리, 제주족제비 등

해수욕장

10

이호, 삼양, 곽지, 함덕, 협재, 김녕, 화순, 중문,
표선, 신양

낚시터

15

사라봉, 서부두, 용두암, 도두, 다려도, 비양도,
토끼섬, 두모, 용수, 하가, 차귀도, 마라도, 우
도, 추자도, 형제섬

등산

코스 6

수렵

2

대유수렵장, 도전역(금렵구 제외)

보물

2

관덕정, 불탑사 5층 석탑

사적지

1

삼성혈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어승생악자연
학습탐방로, 돈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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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15만4천971t, 금액으로는 9천373억원이다. 수출액은
3천513t 4천196만1천 달러다. 어항은 99개소로 국가어항은 도
두·하효·모슬포 등 6개소, 지방어항은 법환·대포·우도 등
18개소가 있다. 어촌 정주항은 46개소, 소규모 어항은 29개소
가 있다. 항만은 무역항으로 제주·서귀포항이 있고, 연안항으
로 성산포·한림·애월항 등 5개 항이 있다. 어촌계는 102개가
있다.
관 광 2017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총 1천475만3천 명(내
국인 1천352만2천 명, 외국인 123만 명)이다. 관광사업체 수는
1천989개소다. 여행업 1천109개소, 관광숙박업 408개소, 휴양
펜션 98개소, 종합·전문휴양업 35개소, 유람선업 8개소, 자동
차야영장업 25개소, 일반야영장업 22개소, 국제회의시설업 1개
소, 국제회의기획업 25개소, 유원시설업 57개소, 관광유흥음식
점업 1개소,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9개소, 관광식당업 127
개소, 관광극장유흥업 4개소, 관광사진업 3개소, 시내 순환 관
광업 1개소, 관광면세업 5개소, 카지노 8개소, 기타 관광편의시
설 3개소, 골프장 40개소 등이다.

사회
주 택 2016년 말 기준 22만9천337가구에 주택 수는 23만6
천430호로 주택보급률은 103.1%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2만
1천400호, 아파트 6만5천567호, 연립 2만1천181호, 다세대 2만8
천282호 등이다.
교 통 2016년 연간 항공기 이용객은 국내선 2천697만 명,
국제선 274만 명 등 총 2천971만 명이다. 항공기 화물수송량은
27만t이다. 제주국제공항은 부지 357만3천599㎡에 활주로 2개
로, 연간 17만2천 회 운항 처리 능력(슬롯 35회)을 갖췄다. 계류
장은 40만3천994㎡로 동시 주기 능력은 36대다.
자동차는 2016년 말 기준 관용 1천973대, 자가용 35만4천642
대, 영업용 11만628대 등 모두 46만7천243대다. 차종별로는 승
용차 36만8천293대, 승합차 2만1천139대, 화물차 7만6천781대,
특수차 1천30대다. 도로는 4천393개 노선에 총연장 3천216㎞,
포장도는 2천740㎞로 포장률은 85.2%다. 지방도(옛 국도 포함)
는 16개 노선 752㎞, 시·군도는 4천377개 노선 2천463㎞다.

교육·문화
교 육 유치원 119개소, 어린이집 527개소, 초등학교 113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3개교, 국제학교 4개
교가 있다. 2개 대학(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2개 전문대(제
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22개소다.
문화재 보물 7점, 사적 7점, 천연기념물 49점, 명승 9점, 중
요민속문화재 9점, 국가무형문화재 5점, 등록문화재 23점 등
국가지정문화재 109점이 있다.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36
점, 무형문화재 21점, 기념물 128점, 민속문화재 82점, 문화재자
료 10점 등 모두 277점이다.
문화시설 박물관 61개소, 미술관 19개소, 공연장 32개소, 영
화관 5개소, 문예회관 1개소, 문화의집 20개소, 문화원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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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 14개소, 작은도서관 177개소, 전수관 8개소가 있다.
언론사는 지상파 3개, 케이블TV 1개, 교통방송 1개, 종교방송 1
개, 라디오방송 2개, 일간지 6개, 주간지 12개, 인터넷매체 45개
가 있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 장> 고충홍(자유한국당)
<부의장> 김황국(자유한국당), 윤춘광(더불어민주당)
<정당별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16명, 자유한국당 12명, 바른
정당 4명, 무소속 3명, 교육의원 4명이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운영위원회 11명, 행정자치위원회 5명, 복지안전위원회 6명,
환경도시위원회 6명, 문화관광위원회 6명, 농수축지식산업위
원회 7명, 교육위원회 8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 윤리특별
위원회 11명, 4·3특별위원회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의안 처리 예산안 8건, 결산안 2건, 조례안 207건, 기
금안 7건, 동의안 330건, 결의안 9건, 기타 의안 55건 등을 처
리했다.

제10대 도의회(2014.7~2018.2) 주요 의안 및 결의문 처리
• 조례안 : 840건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등
• 예산·결산안 : 38건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 동의·승인안 : 944건
▲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
의내용 동의안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 건의문·결의문 : 27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 4·3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
안 반영 건의안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건
의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