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 갈등관리, 원활한 공공정책 추진-

도민의견 수렴 게시판 운영 계획
ˮ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내 갈등사업에 대한
해소방안을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여 더 나은 대안 모색
Ϛ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0. 12. 11일부터 연중 운영
❍ 운영방법 :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후 의견수렴
- 도청 홈페이지 접속 후 게시판 접속
- 도내 인터넷신문 배너를 통한 의견수렴 게시판 접속(15일간)
※ 의견수렴 게시판 홍보를 위해 도내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 이용

❍ 의견 수렴대상 : 중점관리대상 갈등사업 5건
- ①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②해상풍력 발전사업(대정, 한림), ③제주동물테마파
크 개발사업, ④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⑤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 향후 중점관리대상 변경 시 이에 맞춰 의견 수렴대상 변경 운영

❍ 의견 수렴내용 : 중점관리대상 갈등사업에 대한 해소방안
Ϛ 의견수렴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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Ϛ 의견수렴 게시판 홍보 계획
❍ 홍보방법 : 도내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 이용
배너도안
(예시)

원활한 공공정책 추진을 위한

도민의견 제안

원활한 공공정책 추진을 위해

여러

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홍보기간 : 2020. 12. 11일부터(15일간)
❍ 소요예산 : 37,000천원
❍ 예산과목 : 여론동향 및 갈등관리, 예방적 갈등관리 및 체계적
대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Ϛ 게시판(도청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정보정책과 협조
❍ 게시판 개설 : “(가칭)중점관리대상 갈등해소방안 제안”
※ 도청홈페이지 → 소통/참여/인권 → 도민참여/제안 → 게시판 개설

❍ 게시판 구성
- 게시판 메인 : 도민 의견수렴에 대한 안내(취지 등)
(예시)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정책 중에서는 이해관계의 상충 등
으로 인한 갈등으로 그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
다. 이들 정책 중 갈등지수가 높고 갈등 이슈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지출이
크게 우려되는 사업들을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부서별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협
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원활한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
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정책 갈등
사안들에 대한 갈등해소, 도민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도민 여
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등록하시려면 여기
를 눌러주세요”
※중점관리대상 사업
①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②해상풍력 발전사업(대정, 한림), ③제주동물테
마파크 개발사업, ④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⑤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 게시판 구성
① 제안자에 대한 정보(성명, 거주지, 연령대, 성별, 전화번호)
※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회원도 의견제안 가능

② 중점관리대상 갈등사업 선택 : 5개 사업
③ 갈등해소 방안 등록
· 귀하는 ○○사업의 주된 갈등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의견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Ϛ 향후계획
❍ 도민 의견수렴 게시판 개설(정보정책과 협조) : 2020. 12. 10.까지
❍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의뢰 : 2020.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