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제주를 지키는

제주형 코로나19 방역 정책

クリーン済州を守る

済州型新型コロナウイルス防疫政策



제주특별자치도의 환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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済州特別自治道の患者発生状況
入院治療中の 感染者は ゼ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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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27日、

道独自の危機警報レベルを深刻に引き上げて

道災難安全対策本部を発足

国境レベルの検疫、

済州空港・

港湾での特別入道手続き

感染病への抵抗

力が弱い地域

における集中防疫

管理を実施

中国人に対する無査証政策を中断

1. 27
도 자체 위기경보 단계 상향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국경수준의 검역,
제주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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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취약지대
집중 방역관리

실시

중국인 무비자 정책 중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제적  · 맞춤형 방역 조치 済州特別自治道の先制的 ・ カスタマイズ型防疫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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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제적  · 맞춤형 방역 조치 済州特別自治道の先制的 ・ カスタマイズ型防疫措置

신기술 접목한 스마트 방역 시스템

민관 거버넌스 활용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한 트윈데믹 극복

제주 방문 관광객 등
대상 특별방역 관리

新技術を組み合わせたスマート防疫システム

官民ガバナンス活用

全道民

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

によるツインデミック克服

済州を訪れた訪問客等

に対する特別防疫管理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회)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회)

·저소득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한시적 생활지원비 차등지원

·고용보험유지 사업주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월 5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월 50만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지원 (월 50만원)

·제주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 융자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감면 등 추진

생활·복지·안전

소상공인

기타

일자리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지원 (월 50만원, 3개월)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2천만원 ~ 1억원 이내)

�特殊雇用職・フリーランサー、零細自営業者、無給休職者等に対する
  緊急雇用安全支援金を支援 (月50万ウォン、3か月)

�中小企業特別経営安全資金の融資支援 (2千万ウォン～1億ウォン以内)

�雇用保険を維持する事業主に対して雇用維持支援金を支援 (月50万ウォン)
  無給休職労働者特別支援 (月50万ウォン)

�特殊形態労働従事者、フリーランサーに対する地域雇用対応, 特別支援金を支援 (月50万ウォン)

�済州観光振興基金、食品振興基金、
  地域農漁村振興基金など各種基金融資支援

�地方税納付期限の延長、徴収猶予、減免などを推進

�政府型緊急災害支援金の支給 (1回)
  済州型災害緊急生活支援金の支給 (2回)

�低所得者に対して生活費、医療費、住居費、教育費等
  などの生活支援費を一時的に差等支援

その他の分野

小商工人分野 雇用分野

生活  ・  福祉
安全分野

제주특별자치도의 위기 극복 주요 정책 

済州特別自治道の危機克服のための主な政策



“선택과 집중”방역전략을 통한 청정제주·도민건강 사수

제주형 맞춤 방역

도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코로나19 조기 극복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위한 맞춤형 사회적 거리 두기

코로나19 블루 퇴치, 도민 심리방역 지원

지역경제·방역  WIN-WIN 제주형 관광방역체계 구축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성공적 추진

대국민·대도민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화

제주형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통한 방역인력 확대

감염병 취약지대 집중보호 프로세스 실현

국경수준의 검역, 제주 공항·항만 워크스루와 특별입도절차

제주형
코로나19 방역
8대 실행 전략

済州型カスタマイズ防疫で

道民の健康を安全に守り、

新型コロナウイルスを早期克服

「選択と集中」  の防疫戦略で清浄済州・道民健康を死守

済州型
新型コロナ防疫
8大実行戦略

済州型特別防疫行政措置のためのカスタマイズ型ソーシャル ・ ディスタンシング
新型コロナウイルスブルー退治による道民に対する心理防疫の支援
地域経済・防疫のWIN-WIN済州型観光防疫システムの構築
道民インフルエンザ無料予防接種の推進成功
国民・道民に対す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防疫心得の実践化
済州型官民合同ガバナンスを通じた防疫人材の確保
感染病への抵抗力が弱い地域における集中保護プロセスの実現
国境レベルの検疫、済州空港 ・ 港湾ウォークスルーと特別入道手続きの導入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역 전략 今後の済州特別自治道の防疫戦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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