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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남양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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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 시민 안전 최우선 스마트 안심도시
+ 시민 참여 소통·투명행정과 재정건전성 강화

Ⅱ.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 시민 맞춤형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문화 예술 기반 확대로 행복마을 네트워크 구축

Ⅲ. 미래지향 감성 보육교육

+ 교육 문화 허브도시 구축
+ 감성 보육·교육 환경 조성

Ⅳ. 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 창조 경제구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슬로라이프,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
+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중심도시 조성
+ 그린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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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현황

재정 현황

인구

•636,256명 / 238,111세대 (남 318,208명, 여 318,048명)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위 (경기도 8위)
•1995년 시 승격당시 인구 227,262명

예산규모
- 9,942억원

면적

•458.1㎢ - 경기도의 4.5% (서울시 면적의 3/4 크기)
•임야 307㎢(67%), 전/답 67㎢(15%), 대지 및 기타 84㎢(18%)
•개발제한구역 181.99㎢(39.7%),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94.9㎢(42.5%)
•상수원보호구역 42.38㎢(9.2%), 군사시설보호구역 43.4㎢(9.5%)

•일반회계 - 7,646억원(76.9%)
•특별회계 - 2,296억원(23.1%)

일반회계 규모
(억원)
내부거래
180(2.4%)
지방세
2,215(29.0%)

행정구역

행정운영경비
1,064(13.9%)

재무활동
515(6.7%)

•5읍(1출장소) 4면 7동 562개 통리
보조금
3,077(40.2%)

행정조직

•6국 2관 1센터 32과 2직속 2사업소 1출장소 16읍면동 1읍출장소 1의회
•공무원 1,609명(정원) * 1인당 주민수 394명
•본청856, 의회22, 직속기관120, 사업소200, 시출장소92, 읍면동319

학교

•112개교
•초등학교59, 중학교31, 고등학교19, 대학교1, 대학원1, 특수학교1

기업체

•2,155개 업체 (20,130명)
•대기업 1개 업체, 중기업 33개 업체, 소기업 2,121개 업체

주택

•201,384호 (보급률 99.0%)
•아파트 142,781호(70.9%), 단독 29,414호(14.6%)
•연립 등 기타 29,189호(14.5%)

도로

•338.4km (29개 노선 / 포장율 93.2%)
•고속국도 : 2 / 22.4㎞ •일반국도 : 5 / 93㎞ •지방도 : 3 / 59㎞
•국 지 도 : 2 / 63.2㎞ •시 도 : 3 / 16.7㎞ •군 도 : 14 / 84.1㎞

세외수입
412(5.4%)

세입

분야별
쓰임새

정책사업
6,067(79.4%)

교부세
1,142(14.9%)

제정보전금
619(8.1%)

세출

▶ 일반회계 (재정자립도 34.4%)
•일반공공행정 482(6.3%)              •공공질서 및 안전 44(0.6%)
•교육 145(1.9%)                             •문화 및 관광 507(6.6%)
•환경보호 523(6.8%)                      •사회복지 3,279(42.9%)
•보 건 162(2.1%)                            •농림해양수산 239(3.1%)
•산업중소기업 41(0.5%)                 •수송 및 교통 780(10.2%)
•국토 및 지역개발 297(3.9%)         •예비비 및 기타 1,147(15.0%)
▶ 특별회계
•상 수 도 725(31.6%)                   •수질개선 444(19.3%)
•하 수 도 930(40.5%)                   •기 타 1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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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性

1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01. 시민 안전 최우선 스마트 안심도시
02. 시민 참여 소통·투명행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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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1. 시민 안전 최우선 스마트 안심도시

2. 시민 참여 소통·투명행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

+ 안전분야 글로컬(Glocal) 거버넌스 구축으로 안전도시 달성
- UN ISDR + WHO + 안전지킴이 + 협약기관간 상호협약, 협력기반 구축
-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 UN공인 안전도시 위상 제고

+ 청렴시책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추진
- 청렴韓 남양주 만들기 추진 / 실시간 모바일 청렴도 조사시스템 구축 운영
-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청렴업무협약 체결
- 공직윤리관리 제도 운영 및 고위공직자 자체청렴도 평가 실시
- 청렴생활 실천 매뉴얼 운영을 통한 청렴마인드 생활화

+ 개발사업 인허가 및 공사착수전 안전성 검토(10억 이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접수 ⇒ 안전기획과 검토 ⇒ 위원회 상정 ⇒ 의견통보
+ 선제적 대응과 방재기반 확충으로 재난 없는 안심도시 구축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13개소 / 배수펌프장 정비 7개소(완료)
+ 현장중심 예방관리 체계 정착
- 재난취약가구, 급경사지 안전점검, 환풍구, 펜션시설 점검
+ 범죄 발생 위협 높은 지역 CCTV 집중 설치로 안전도시 건설(82개소 설치 완료)

지난해 추진성과

남양주시 통합안전본부 구축
+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정비 완료(21개 부문)

+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감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감사관제 운영
- 시민감사관 감사대상 사무범위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민간전문 감사인력 확대와 감사자문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개선
- 시민감사관제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로 감사의 효율성 증대
+ 자율적 내부통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 자율적으로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는 상시감사체계 확립으로 예방행정 강화
-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험요소의 체계적 관리로 업무 효율성 향상
+ 내실 있는 자체감사활동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활동 강화
-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사 실시
- 감사결과 공개와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 시정을 지원하는 효율적 감사 지향과 예방감사 활동 전개
- 컨설팅 현장감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청렴한 도급공사 관리 시행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중심의 고충민원 해소
- 상시 직무감찰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 남양주시통합안전센터 구축
- 남양주시통합안전본부 조례 제정
- 다산신도시 내 안전관련 통합조직 상설화 운영
+ 시민안전 거버넌스 구축
- 남양주 안전지킴이 구성 : 풍수해안전지킴이 등 34개 분과 337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4년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적 : 5회, 717명)  

남양주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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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중심 예방관리 체계 정착
- 재난취약가구, 급경사지 안전점검, 환풍구, 펜션시설 점검
+ 범죄 발생 위협 높은 지역 CCTV 집중 설치(82개소)

+ 내실 있는 청렴시스템 구축
- 2014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67명)
- 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실시
+ 함께 하는 청렴문화 조성 시책 추진
-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 청렴韓 남양주 만들기 청렴교육 실시
-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Help line) 도입·운영

Ⅰ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 선제적 대응과 방재기반 확충으로 재난 없는 안심도시 구축
- 재난 예·보시스템 확충 13개소, 배수펌프장 정비 7개소

지난해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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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2. 시민 참여 소통·투명행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

2. 시민 참여 소통·투명행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

+ 현장중심 시민맞춤 공감행정 추진(자발적인 참여 유도)
- 시민 스스로 길을 찾는 현답토론회 확대 운영(시민+전문가+행정의 유기적 소통)
- 시민과 함께 그려가며 활용하는 공동체 지도 전 부서 확대  

+ 시민참여 소통행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민원 공공데이터 및 예측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민원 신속 대응
- 건축·토목 민원상담관제 운영으로 복합민원처리 사전 상담 기능 강화
- 민원법률연구회 및 민원 SPEED UP 추진단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제도 개선 모색

+ e-시민광장 운영 (All-in One) ⇒ 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 각 부서 운영중인 행정커뮤니티 하나로 묶어 e-시민광장 운영
+ 행복공간 Slow 남양주 이미지 홍보
-「Slow Life 남양주」각인을 위한 우리시의 정체성 홍보 / 茶山八景(다산팔경) 선정
+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가용 재원 확보
- 경상경비, 사업비 분야 낭비요인 발본하여 투자·가용재원 확보
- 시비부담 가중시키는 공모사업 지양, 보조율 하향 사업 과감한 축소
- 교부세 확대 대책 및 재정인센티브 극대화 방안 강구

+ 시민편의 스마트 전자민원행정시스템 확충
- 민원발급 내·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 전자민원행정시스템 배치
- 무인·통합민원발급기 확충으로 전자민원행정시스템 기능 강화
- 365일 민원실 운영 및 24시간 제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창출
-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및 무료법률상담센터 상시 운영
-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 재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회계시스템 운영
- 통합지출관 제도 시행, 자금 통합운용으로 이자 수익 증대(2014. 11.)
- 결산제도 개선, 예산·재무결산 통합 (2014 결산부터)

지난해 추진성과
+ 공명선거, 민선6기 출범으로 하나 된 남양주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
+ 소통, 공감하는 인사문화 정착 및 직원만족 행복한 일터 구현
+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
- 목표액 대비 103.2% 달성
+ 규제 개선 추진 기반 구축 및 규제 개선 완화 노력
- 규제개혁팀 신설, 불합리한 자치법규(51개) 정비
- 상위 법령 개정 건의(86건/수용 6건)

+ 시민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 (시민참여 워킹그룹 민간교류 확대 : 베트남, 캄보디아 연수2회
남양주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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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정보 융합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소통형 시정홍보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청사시설 개선 및 건전한 회계행정 추진
- LED조명 373개 교체, 시스템창호 67개 교체, 회계정보 확대 공개
+ 숨은 재산 발굴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가용재원 확충

+『무료법률 상담센터』시정발전 성과 우수사업 선정
- 휴일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시정발전 성과 우수사업 선정
+ 민원처리의 신속성 강화
- 민원처리 신속성 2015년(2014년 실적) 시·군 종합평가 경기도내 2위
+ 시민편의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 입주자 행정서비스『호평동 민원서비스센터』운영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결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법률, 복지, 일자리, 건강 상담 등 168건 상담
- 입주민 편의제공을 위한『별내동 현장민원실』운영
•대규모 입주아파트 주민을 위한 즉결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938건 민원처리
+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시책 추진
- 휴무일 맞춤형『무료법률 상담센터』운영
•전문 상담 변호사 5명 위촉 / 57회 304건 상담
- 365일 일반민원실 운영 및 여권민원실 연장근무
•일반민원실 평  일 9:00~21:00 / 공휴일·토요일 9:00~18:00
•여권민원실 목요일 9:00~21:00 / 첫째·셋째 토요일 9:00~13:00
-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 235건
- 출생신고 후「아기탄생축하카드」교부 4,830건

Ⅰ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 시민참여 공감시정 확대 운영
- 마을가꾸기 사업 29개소 추진, 현답토론회 12회 운영

지난해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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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참여 소통·투명행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
+ 시민중심의 8272 민원센터 운영
- 지속적인 개선 · 발전방향 모색 및 8272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담부서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친절교육 실시
+ 8272 명품브랜드 이미지·이용률 제고
- 시민과 1:1 만남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동네 한바퀴 지속 추진으로 읍면동 구석    
   구석 및 신규 아파트 입주시기별 맞춤형 홍보 실시
+「8272 시민 자율봉사단」운영 내실화
- 8272 생활민원 처리현장에 시민·공무원이 함께 현장체험을 통한 시정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적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8272민원센터 홍보활동 및 현장체험 실시 / 시단위 대규모 행사 자발적 참여 유도
+ 8272 생활민원 기동 처리
-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소규모 사업 추진(400백만원)
- 민원처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 추진(30백만원)
- 현장출동 콜제 운영 : 비예산(기동처리반)
+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
-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생활불편민원에 대하여 8272 자체 소규모 사업비를
   적시에 투입 민원사항 신속 해결
+ 민원처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 추진
- 즉시 처리 가능한 비법정도로 보수 자재 구입(포대아스콘 등)
- 장비 투입이 필요한 민원현장에 대하여 임차장비 활용 신속 처리
+ 현장출동 콜제 운영 : 2인1조 / 2개조 편성운영(연중)

지난해 추진성과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8272 자율 봉사단(54명)」운영
- 8272 생활민원 처리현장에서 시민·공무원이 함께 현장체험을 통한 시정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적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8272생활불편민원 제보로 시민불편사항을 조기 발견하여 대처 가능

Ⅰ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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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8272 민원처리체계 확립(8272 생활민원 기동 처리)
- 신속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168건 399백만원)
- 사각지대 순찰활동 강화로 시민불편 최소화(사례적출 4,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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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03. 시민 맞춤형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04. 문화 예술 기반 확대로 행복마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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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로 디자인하는 창조복지 실행
- 만남·소통·나눔이 있는 복지네트워크 기능 고도화 추진  
- 사람우선 안전 복지서비스 강화
•(교통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희망케어 이동지원센터’ 운영
•(주거분야) 주거취약계층의 탈 빈곤 자립기반 마련(희망하우스, 주거환경개선)
•(생활분야) 일상생활 안전도우미 확대(안부콜, 희망매니저, 우유급식사업 등)
- 복지자원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기업 공모사업 적극 참여
•사회공헌기업 발굴
- 안정적 기반 위 효과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관 등록」

+ 지역사회 잠재된 복지자원 발굴·연계 강화
- 자원 발굴·활용을 위한 지역자원 허브화 추진
•공공중심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발굴·지원체계 강화(민·관 자원DB 구축)
- 복지자원 발굴·지원 채널 다양화로 현장서비스 강화

+「복지-넷」중심의 민·관·시민 3합으로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 (희망케어 복지시스템 업그레이드)
- 복지-넷과 지역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현장밀착형 지역복지체계 정착  
•복지 넷, 봉사·후원 단체 등 복지네트워크 구성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기개입 수행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여 주민 주도 지역복지 문제 해결능력 강화
- 시민참여 권한 확대로『정다운 이웃 복지공동체』분위기 조성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 복지공급주체로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 지역복지공동체(복지넷)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인적·물적 잠재적 자원 발굴
+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당초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의
권역 사례관리

+ 희망케어 복지시스템 단계별(4단계) 모델화 및 UN공공행정상 도전
- 희망케어 복지시스템을 2007년·2009년·2011년·2013년 모델을 표준화하여
   타 시군구에서 접목 가능하도록 모델화 및 UN공공행정상 도전

지난해 추진성과
확대

▶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사례관리
+
읍면동, 시민조직(복지넷),
지역시민 참여

+ 희망케어 복지시스템 “전달체계 개편 노력” 2년 연속 “대상”수상
+ 창조적 복지 추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 인정(124백만원)
- 복지행정상「전달체계 개편 노력」‘대상’, 복지사업 종합평가 ‘우수’ 등 6개 부문 수상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14,183명/1,891백만원) 및 상시 발굴체계(두드림 톡) 구축
-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강화로 탈빈곤 자활능력 확보
- 자활기업창업(5명), 사회공헌기업 발굴·취업(4개소/29명)
+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 및 노인/장애인 시민참여행정 실현
- 기초연금 월43,542명 7,951백만원 지원(대상자5%, 지원액210% 증가)
- 노인 취미활동을 재능기부 활동으로 발전 뮤지컬, 마술, 시니어악단 93회 공연
    ⇒ 장애인 전용목욕장 개장을 통한 장애인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

남양주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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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례관리 지원연계
•(읍면동) 복지넷 위원들 현장사례회의 참여(단순사례 지역자원 연계)
•(부분거점기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통합적 연계·제공)
- 민·관 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현장 사례관리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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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안정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민간의 다양한 인적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조기 개입
•읍면동(복지넷-249명), 거점기관(희망케어센터-4개소)
•지역복지공동체 (정다운 이웃-319단체/76,869명) 등 민·관 협력추진
   - 소외계층 돌봄 활동 강화(방문돌봄 전문인력 591명)
   - 지역밀착형 민·관협력 상시보호체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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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안전은 시민의 행복, 재난의료 안전망 구축
- 의료시설 안전점검 강화 36개소 / 관내 행사 개최 시 인력 및 장비, 약품 지원
- 응급처치 대응요원 양성(500명) / 지역재난의료협의체 운영(14명)
- 보건안전지킴이 운영(11명)

+ 생활밀착형 시민 건강관리
- 생애주기별 원스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조성
- 시민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강화
- 동양하루살이 발생 차단 : 방제를 위한 포럼 개최 및 생태지킴이 구성·운영(66명)
- 보건의료대학 교류·협력 / 지역재난의료협의체 및 보건안전지킴이 운영
- 노인건강학교 시민참여 운영단 운영(20명)
- 금연그린매니저 운영(18명) / 연 2회 간담회,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 지역별 건강지도자 발굴·양성 / 지역사회 협의회 구성(15명)

생애주기

건강생활 실천 및 관리 프로그램

태아기(임산부)

  임산부 등록관리/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출산교실 운영

영유아기(미취학 아동)

  건강키움 놀이터/치아건강체험교실/영양플러스

학령기

건강채움교실(비만·흡연 예방, 절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치아홈메우기

성인기

건강행태개선(영양, 금연, 운동, 저염 식생활)
  스트레스 관리/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노년기

시린이 완화사업, 노인의치보철
  우울증, 치매 검진 및 예방관리/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지난해 추진성과
지난해 추진성과
+ 건강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 관내 행사 개최 시 의료지원(인력 및 약품) 17회(28일)
- 심폐소생술(CPR) 교육(9회 460명)
- 공공보건의료기관 자동제세동기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31종) 교체
- 구급차 운용 실태 지도·점검 43대
- 보건안전지킴이 구성·운영 14명
- 요양병원 안전점검 실시 13개소

+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413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393건)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 지급(4,626명 11,465건)
- 행복한 출산교실 운영(36회 366명)
- 출산장려금 지원(2,964명 1,367백만원)
+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 모유수유클리닉 운영(34회 134명)
-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922건)
- 영유아 건강검진(126명)
- 신생아 청각쿠폰 발급(1,005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1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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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조성
- 사계절 친환경 방역시스템 운영 : 분무·연무소독(8,100회), 유충구제(1,900회)
-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 BCG외 12종/ 169,280건
- 독감 예방접종(47,000명), 노인폐렴구균 접종(15,000명)
- 결핵 검진(2,594건) 및 결핵 환자 관리(286명)

+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도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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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맞춤형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4. 문화 예술 기반 확대로 행복마을 네트워크 구축

+ 보건의료 격차 완화
- 방문건강관리 : 저소득층·노인 건강관리, 다문화 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관리
-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 치과진료 및 어르신 노인의치보철 제공

+ 가깝게! 다양하게! 즐겁게! 내집앞 행복 텐 미닛! 구축(문화체육분야)
- 멀티시립합창단·감성만점 소년소녀합창단운영,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등 북한강 야외 공연장 운영
- 문화재단 설립, 문화편의점(오남), 복합공연장(진접)건립 추진
- 화도체육문화센터(동부권), 진건체육문화센터(서부권) 건립
- 진건(먹골저수지)·와부(삼부콘크리트 인근)축구장, 진접운동장, 국궁장(별내)설치 등 온가족 소통
   중심의 체육공간 조성

+ 북부보건센터‘상담→교육→실천’의「3단계 건강 설계」
1. 건강상담
•질환 영양 상담 : 90회/1,500명
•체성분 검사비만상담 : 5,000명
•금연클리닉 : 150회/2,250명
•치매선별검사 : 500명
•일반진료사업 : 75,000명
•모자 보건 상담 : 5,060명

2. 건강교육
•고혈압당뇨병 교육
: 100회/1,200명
알찬영양교육 : 10회 /150명
꾸러기치아건강교실
•
: 40회/1,000명
학령기
구강보건교육
•
: 90회/1,200명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
: 50회/750명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
•
: 32회/396명
•부부 출신교실 운영
: 4회/106명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
•
: 50회/200명

3. 건강실천
•건강한 식생활 실습 :
    5회/50명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 360명
•치아홈메우기 사업 : 460명
•노인의치틀니사업 : 11명
•노인시린이완화사업 : 100명
•불소 도포 : 3,500명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진료 :
    250명
•난임 부부 지원 : 700명
•산모도우미 지원 : 800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 10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60명

+ 2015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추진으로 슬로라이프 도시기반 구축
- 농업의 가치를 소비의 가치로 확대하고 신개념 미식관광 패러다임 제시와 지역자산(음식, 문화,
   전통)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건강, 환경, 힐링 등 식생활교육문화 국내외적 선도
- 계층별 맞춤형 슬로라이프 체험 교육과 전통음식개발 및 세계 좋은 음식네트워크 가입 추진

지난해 추진성과
+ 시립예술단이 시민과 함께한 한 해
- 시립합창단 브런치콘서트, 사랑의 묘약 등(96회)
- 합창교실(10개소), 소년소녀합창단 피노키오의 꿈 등(15회)

지난해 추진성과

+ 북부보건센터 개소 1주년 성과(15만명 이용)

+ 행복 텐 미닛!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체감 인프라구축 및 개선
- 오남체육문화센터 준공(14.03), 종합운동장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 월문리, 부평리, 퇴계원리 테니스장,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등 개선
+ 슬로라이프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남양주 도시 이미지 제고
+ 2014 남양주 슬로라이프대회 및 전국요리경연대회 성공개최
- 관람객 3만 1천명 방문, 부스 129개동 운영,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 주제 참가(50팀)
+ 세계 최초 “맛의 방주 전시관” 설치·운영
- 유기농테마파크 전시장 내(약224㎡) 총204품목, 130여종 사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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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이(齒) 좋은 구강보건사업 추진
- 어린이 충치예방서비스 제공
   (홈메우기사업, 치아건강체험교실, 불소바니쉬도포)
-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4,650명)
•꾸러기치아건강교실 운영(4,670명)
•지역아동학습센터 구강보건(89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매주1회 318명)

+ 찾아가는 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역예술단체(동아리) 창작활동 지원
- 문화 나들이(43회 8,980명), 찾아가는 문화활동(27회 7,000명)
- 예술동아리경연대회(10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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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문화 허브도시 구축
▶ 시민주체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난해 추진성과

+ 100개 학습등대 거버넌스 모형구축
•학습등대 85개소
•학습자 10,500명
•평생학습매니저 200명
•시민강사 523명
•별별시민 10개 마을323명

▶

•학습등대 100개소(15개소 증↑)
•학습자 15,000명(4,500명 증↑)
•평생학습매니저 240명(40명 증↑)
•시민강사(600명 - 확대 발굴)
•별별시민 20개 마을 500명

✚
•열린학교 맘 기획단
    (어린이 프로그램 기획)
•학습등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제2의 인생대학 - 평생학습대학 운영
2014년

2015년
•인생설계학과
•리더십 학과
•시민강사 인증학과
•인문학과

•인생설계학과
•리더십 학과

▶ 창의적 주민자치와 명품학교 조성
+ 시민이 주(主)가 되는 창의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남양주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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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설계학과
•리더십 학과
•시민강사 인증학과
•인문학과

+ 교육경비 확대 지원 및 학부모 교육 운영
▶ 명품교육도시 이미지 제고
- 교육경비 확대지원(20,829백만원)
▶ 전년대비 22.8%증액(보통세의 9.6%)
- 자기주도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학습 동기부여 및 학력 향상
•꿈샘비전스쿨(초-22개교), 공부의 신(중-30개교), 스쿨멘토링(고-19개교)
-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맹모아카데미(930명) 및 학부모 3색 교육콘서트(800명)
•교육제도·자녀교육 특강(23개교 4,130명) 등

Ⅲ 미래지향 감성 보육교육

•주민자치 지원 및 역량강화
•워크숍  
•특화사업
•아카데미

+ 학습등대 확대 운영 ⇢ 시민주체 평생학습 문화 확산
- 85개 학습등대 설치·운영 ⇢ 646개 프로그램 운영 / 10,402명 참여
•2014년 : 25개 학습등대 신규설치(최종 100개소 운영 목표)
- 학습형 일자리 창출 ☞ 시민강사 405명, 학습매니저 60명
- 학습등대 운영의 체계화
•전문연수(6회) / 운영매뉴얼 제작 / 운영위원 교육 등
- 학습등대 마을 공동체 조성
•학습등대 릴레이 마을 프로젝트 사업 운영(16개소)
- 학습등대 브랜드화
•한·영 리플릿 및 영상 제작 배포,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 제2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민추진단 구성(5개 영역 34명) 및 기관·단체(136개) 참여
⇢ 약 15,000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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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문화 허브도시 구축

6.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감성 보육·교육 환경 조성

+ 꿈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명품학교 조성(교육경비 보통세의 10% 확보)
-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학부모 진로캠프, 학력신장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
- 교육환경개선 사업 확대 및 교육복지 사업 확충
•대응투자사업, 교육환경조성사업, 무상급식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 등
- 글로벌 인재양성 및 특성화된 진로 교육 등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중국어원어민 방과 후 교실 등

+ 감성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감성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전문화
-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감성보육 환경조성
- 어린이 비전센터 개관 및 운영 :                        +                            ☞ 2015.4월
- 건강과 행복을 심는 친환경 어린이집 추진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환경, 생태프로그램, 유기농 건강 영양관리 등
•별내택지지구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3개소
-                              캐릭터를 활용한 감성프로그램 운영
•어린이감성숲체험 프로그램 / 아빠랑 아이랑 함께하는 숲속 캠프 / 두다다쿵의 날 운영

+ 권역별 공공 도서관 건립 및 책 읽는 인문학의 도시 조성
- 지역대표도서관 및 권역별 도서관 건립
- 중앙도서관, 별내 별빛도서관(마을도서관) 및 호평도서관 건립 추진
- 인문학 독서모임 및 지역문화와 연계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 도서지원
+ 참독서의 미각을 찾는「슬로리딩 클럽」운영
- 공공도서관의 독서동아리를 중심으로 ‘슬로리딩 클럽’ 구성·운영
+ 명예시민사서천사 체계적 운영
- 봉사 분야별 소그룹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및 소속감·자긍심 고취
•봉사활동 개인별 운영
      - 재능기부 등

+ 투명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여건 조성
- 자율장학 T/F와 함께하는 어린이집 자율 지도·점검
•지도·점검시스템 구축, 자율장학(T/F) 업그레이드(우수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등
-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 어린이집 운영
•CCTV영상 상시공개, 어린이집 공개의 날 운영 등

•봉사분야별 소그룹 운영
     - 운영봉사(환경가꿈이, 안전지킴이, 질서지킴이)
     - 재능기부(프로그램별)

지난해 추진성과

지난해 추진성과
+ 권역별 도서관 확충 및 운영 ⇢ 책 읽는 도시 조성
- 공공도서관 개관 및 건립 추진
•진접 푸른 숲 도서관 개관 및 중앙도서관·별내 별빛 도서관 건립 추진
- 양질의 장서 확충 및 제공으로 시민의 다양한 독서욕구 충족  
-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의 도서 접근성 증대 /5개소  

+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 시민의 도서관 이미지 제고
- 명예시민사서천사의 도서관 재능기부 활동(131개 강좌 1,351회)
- 각 도서관 특수시책을 통한 활동(527회)
•어르신 독서나눔이 파견(지역아동센터 외 17개소)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어울림이야기(다문화스토리텔링)

+ 감성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
- 감성체험시설 타요플레이타운 / 장난감도서관 개소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내 감성체험시설 2개소 개소(2014.03.22)
-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제시
•탈무드3.0 학부모 아카데미(1,200명)/탈무드3.0 아버지 아카데미(200명)
•탈무드3.0 조부모 아카데미(120명)/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카데미(500명)
- 보육천국 실현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및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 : 1,620억원
-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추진(90% 공정율 / ‘라바’ 캐릭터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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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토론 특화프로그램 운영 ⇢ 독서토론 대표도시 위상 구축
- 제3회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 개최(전국 319팀 957명 참여)
- 독서토론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내 독서토론 강좌 개설(총 50개교 50강좌)
•시민 독서토론 강사 양성과정 운영(총104회)

+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여성 권익 증진 ☞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
- 특성화된 아카데미 운영으로 여성 전문인력 양성(2014년/누계)
•전통차예절지도사(36명/324명), 명품 이화아카데미(57명/433명)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 아카데미 : 유통관리사(29명/137명)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2014년)
⇢ 직업교육훈련(159명)/취업연계(764명)/여성인턴(20명)/집단상담(220명) 등
-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지도자 워크숍 추진으로 여성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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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경제도시 건설
-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추진
-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일자리 20,000개 창출
-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경제조직 통합 기반조성 ⇒ 조례정비, 교육연계, 창업과정 통합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정착 ⇒ 설립, 창업, 성장, 안정화
- 산·학·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활력 경제도시 건설
-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으로 고용창출 및 기업투자유치 촉진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금곡산업단지 조성완료 및 도시첨단산업 기반 조성으로 산업 집적화 실현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 수출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기업리더 양성
- 스마트 그린에너지 인프라구축 및 서민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환경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에너지제로마을 조성사업,
    전기차충전소 설치 등 남양주시의 에너지 기반산업 인프라구축 사업 추진
•가스안전 소외계층에 노후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가스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 보급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확정 (2015.01.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 진건읍 사능리 612번지 일원(사능역세권), 283,814㎡
    ※ 복합단지(첨단산업+연구+지원+주거+상업)
- 사업기간 / 사업비 : 2015 ~ 2019 / 1,700억원
- 첨단업종 500여개의 기업 입주 / 일자리 1만 5000개 창출 기대

지난해 추진성과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2014.09.30. 준공)

지난해 추진성과
+ 민선5기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목표 초과 달성
- 일자리 1만개 만들기 추진 실적(목표 16,566개 대비 실적 17,578개)
+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운영
-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개소(2014.01.06.)
- 남양주 일자리센터 방문인원 1.4배, 취업실적 1.4배 증가
- 고용과 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을 통한 빈곤 전락 방지 및 탈수급 지원
+ 한국폴리텍Ⅲ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 2014년 구직자 120명, 중소기업 재직자 1,000여명 교육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선정
-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21개소 482명 1,122백만원)
-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 (7개소 23명 100백만원)
- 협동조합 발굴 및 지원(43개소 362명 86백만원)

+ 산업단지 준공 및 분양 활성화
- 진관산업단지 활성화 (가동중 : 15개 기업, 건축중 : 6개 기업)
- 광릉테크노밸리(舊팔야산단) 준공 및 입주업종 완화(6개⇒15개 업종확대)
   (가동중 : 1개 기업, 건축중 : 2개 기업, 분양계약 : 2개 기업)
- 금곡산업단지 공사재개(2015.06. 준공) 및 분양공고(2014.12.)
-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신청 (2014.12. 선정예정)
+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노력과 성과
- 산업단지에 중기업 2개, 개별입지에 고부가가치 강소기업 36개 유치 성과
- 실수요 융복합단지에 10개사 224억 투자, 일자리 290여개 창출
- 2014년 기업유치 실적(2014.11.기준)
    : 38개업체, 826억원 투자, 668명 고용 효과(중기업 2개 소기업 36개)
+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4개소 38kw)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련 LED조명 설치(866개 351kw)
+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11.5km 1,000가구 수혜)
+ 에너지절약 실태점검 및 에너지의 날 홍보 전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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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사업 추진(499명 1,221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74명 212백만원)

+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55개 중소기업 9,065백만원 지원)
- 산관학 협력 스마트 기업스쿨 운영(CEO 및 중견관리자 99명)
- 지식재산권 권리화 및 G-패밀리·디자인 개발비 지원(164건 135백만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15개소 521백만원)
- 맞춤형 현장행정 기업애로 해소(118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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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슬로라이프,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 민생안정 경제도시 건설
-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력 재생
•경영선진화 촉진(교육, 컨설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구축
•마석5일장 특성화 육성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내실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130억원)
•창조경제 기업사관학교 운영으로 기업 인재 양성교육(미래 선도적 기업경영 능력 배양)
•디자인 개발,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정서비스 및 특수시책 추진을 통한 세입목표 달성
•2015년 세입목표 : 2,296억 (2014년 2,215억 대비 81억 증가)
- 적극 세무행정을 통한 세수증대 추진(목표액 79억)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목표액 20억)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중과조사(목표액 10억)
•비과세감면재산 일제조사(목표액 15억)
•재산세 토지현황조사를 통한 세수증대(목표액 15억)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세입증가액 19억)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 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확행

+ 시민주도 나눔·소통·화합의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지원, 자투리땅·유휴지 텃밭 발굴, 직매장 개장 등

지난해 추진성과

남양주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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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편의 시책 추진
- 지방세 전화·조회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납부편의 개선(2014.6월 도입)
   ※ 추진실적(11월말 현재) 13,137건 / 2,596백만원(납기내 징수율 1%↑)
-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16회 / 500명)

+ 빅데이터를 활용한 FTA와 개방화에 대응한 친환경 생명 농업 육성
- FTA 타결, 수입 농산물 대응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신기술 보급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유통 시스템 기반 조성(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면적 및 인증 농가 확대(친환경 방제 확대 운영)
- 기후 및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육성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명품 부추생산 및 가공상품화 육성
•남양주과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교우위 품목(블루베리) 육성
- 축산물 FTA 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
•기후변화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첨단기술의 축산경영시스템 확산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유기농 미생물관 운영 : 농업미생물 발굴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확대
+ 세계화 시대『사람이 경쟁력이다.』글로벌 핵심 인재양성
-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그린농업대학 인재 양성
•신기술 및 경영 유통 등 창조농업 교육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영농 기초 과정 및 로컬푸드 교육
- 변화를 창조하는 2세대 농업전문가 육성
•시정 과제 및 변화된 농업정책과 연계한 교육
•창업농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밀착 교육
- 농업인 자율 조직체 육성
•협동과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농업과제활동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 및 인성교육 추진

Ⅳ 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 2014년 주요 재원확충 성과
-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추진을 통해
   2,285억원의 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본예산(2,215억) 대비 70억 초과 예상
   ※ 전년대비 징수율 0.9% 증가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30억(예상)

+ 농축산업 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자연재해 대비 각종 정책보험 지원 확대 및 상시 가축방역체계 구축
- 농가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확대, 농촌생활 기초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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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슬로라이프,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지난해 추진성과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로컬푸드 기반 구축
- 대형유통업체 우리시 농산물 입점(E마트, 롯데마트)
-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 협약 (2회 110농가)
- 체험농장, 지역농협 등과 연계한 직거래장터 및 직매장 추진(2,166백만원)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공동체 등록(54개 단체)
+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지역농업 명품화
-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673농가 - 68농가 신규)
-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 잔류농약, 토양, 중금속 등 분석 2,300점
- 미래농업의 성장동력 유기농 미생물관 운영(4종 120톤)
+ 세계화 시대를 이끌 글로벌 리더와 차세대 전문가 육성
- 작지만 강한 교육을 통한 자율모임체 활동, 민간전문가 컨설팅 26회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농업인 육성 그린농업대학(4개과 171명)
-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문경영인 그린농업대학대학원(2개과 60명)
- 신세대 농업경영 CEO아카데미 1개회 20명
- 신규 농업인 지원 귀농.귀촌 교육 3개과정 75명 수료
+ 도시에서 자연을 꿈꾸는 도시농업 및 시민서비스 제공
-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그린학습원 운영 (53,000명)
- 농업·농촌체험교육으로 농촌 활력화(1학교 1농장 등 102회 3,090명)
- 농업기계은행 운영 서비스(임대 1,070대, 보관 127대, 수리 1,244대)
- 농업기계은행 임대 사용료 감면 등 농업인 편의 서비스 제공
+ 기후 및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육성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명품 부추생산 및 가공상품화 육성(4개 사업 2개소)
- 기후변화 대응 시설농업 환경개선 기술보급(13개 사업 65개소)
- 남양주 명품과일 장기생산시스템 구축(10개 사업 20개소)

+ 농업의 6차산업과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으로 창조농업 기반조성
- 6차 산업형 강소농 육성
•6차 산업을 중심으로 마케팅 역량 및 협동조직 활성화 모델 보급
•현장문제 해결 경영전략 프로그램으로 농업전문 CEO 양성
- 농업·농촌 체험교육 확대
•그린학습원 운영(60,000명) 및 친환경 농업체험프로그램 운영(4,885명)
•농촌체험학습농장 시범사업(10개소) 및 옥상텃밭 조성(2개소)
- 새로운 산채도입 및 상품화 육성
•새로운 산채작목 도입 및 상품화로 농가 소득원 육성
•가공품 개발 및 브랜드 개발로 남양주 특산품 육성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단지 중점 육성
•흰점박이 꽃무지(굼벵이)의 한시적 식용화 승인에 따른 농가육성
•연중 생산기반 조성, 농촌진흥청 곤충분야 연구수행 및 곤충연구회 육성
+ 치유농업센터와 GAP 인증기관 설치로 농업기술센터 차별화
- 국·도비 TF팀 운영으로 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
•2015년 국도비(농촌지도 기반시설 기반조성) 추가재원 확보(200백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심사, 토지 구입을 위한 토지주와 협의
- GAP인증기관 설치로 친환경농산물 우수관리체계 확립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지정 요청
•친환경농산물·GAP인증에 필요한 각종시료의 종합정밀분석 지원 2,300점
•쌀, 과수, 시설채소 등을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안전성 확보에 주력
+ 지역농협과 연계한 유통협의체 구성으로 유통과 수출 경쟁력 향상
-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이 참여하는『유통협의체』구성 운영
•센터 주관 농협과 농업전문가 10~15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지역별 특화작목 집중육성 및 중앙, 도와 연계한 품질고급화
•경영마케팅, 로컬푸드 사업의 체계적 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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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새로운 소득창출 농식품의 6차산업화
- 고부가가치 곤충생산 단지육성 14농가(사육기반 조성 및 규격화)
- 틈새작목 육성을 위한 오디생산단지 육성(10.5ha)
- 슬로푸드 전문가 양성(16개 과정 118회 636명)
- 남양주 농특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가공품 기술개발(천연딸기화장품)

+ 2015 슬로푸드대회 지원을 위한 농촌 활력화와 슬로푸드 자원 확대육성
- 그린리더 생활개선회 육성(25개회)
- 6차 산업 육성 및 슬로라이프 전문교육(16개 과정)
- 농산물 가공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을 위한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체험농장 기술이전 교육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한 짚풀공예 활용한 교육 및 상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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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9.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
+ 스마트한 교통인프라 구축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특별교통수단(차량) 4대)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대 구축
•버스정보시스템(BIS), 진건ㆍ지금 ATMS, 첨단화승강장 와이파이 존 구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보행로 정비, 소통광장조성, IT시설 도입 등
- 신신호 시스템 구축(별내, 조안, 수동, 진건·지금지구 확대 구축)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 진접선(4호선) 및 별내선(8호선) 전철사업 추진
-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버스노선 조정 / 직행 좌석버스 혼잡률 완화대책 지속추진
-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마을버스 증차추진
- 제3차 택시총량계획 심의결과 공동사업구역 내 자율감차 추진(81대)
+ 주차장 공급·수요의 효율적 관리
- 노외주차장 조성(상가지역, 주택밀집, 역사주변 등 3개소 5,184㎡ 129면 6,455백만원)
- 노상주차장 조성(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사업대상지 발굴 260면 200백만원)
-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SMS 안내 시스템 구축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여 선진주차문화 정착 유도
- 주·정차금지구역 탄력운영제 확대 시행(야간 및 점심시간에 따른 상가 방문 편의 제공)

지난해 추진성과
▶ 스마트한 교통인프라 구축
+ 도로개선 등으로 교통혼잡 완화
- 교통체계 개선사업 3개소,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
- 교통신호등 설치 17개소, 장애인 음향시설 설치 62개소
- 신신호시스템 256개, 교통신호등 846개소 유지관리
+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123개소 : 43개소 정비
-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공사 2개소
▶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 빠르고 안전한 철도망 및 편의시설 조성
- 천마산역 후면 게이트 개통
- 진접선 복선전철 조기 착공,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직행 좌석버스 혼잡률 완화
- 노선신설 및 증차 : 5개 노선 47대(전세 35대/45회, 상용 12대)
+ 일반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 신설 13건, 노선조정 16건, 연장 및 증차 6건   
+ 제2차(2013~2014) 지역별 택시총량 실시에 따른 25대 증차
- 신규면허 25대(개인택시 19대, 일반택시 6대)
▶이용자 중심의 주차환경조성

남양주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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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계도 강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 17개소 5,840m (총 327개소 258,481m)
-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 2개소 (총 70개소)
-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이전 설치 : 6개소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노외 주차장 4개소(11,793㎡ 243면 5,056백만원)
- 노상 주차장 1개소(38면 2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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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9.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
+ 저탄소 녹색교통망 구축
- 국도 및 광역도로망 순차적 개통
•국도43호선(광전IC~의정부) 도로개설(2015년 8월)
•국도47호선(퇴계원~진접) 도로개설(2015년 12월)
•덕송~상계 광역도로 개설(2015년 6월)
- 주요 간선도로 확충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추구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도로개설공사 착공(2015년 하반기)
-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4개 지역 5개소 L=5.554km)
•소규모도로 개설(2개 지역 2개소 L=0.435km)
-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경춘선 자전거길 조성(L=3.0km)
•경기북부 순환노선 자전거길 조성(L=3.2km)
+ 안전우선·시민만족의 도로환경 개선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 “울퉁불퉁”도로 평탄화 조성
- 도심지역 보도단절 구간 개선 / 마을회관 사랑방 제자리 찾아주기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민원 폭증에 대한 효과적 대응

지난해 추진성과
▶ 저탄소 녹색교통망 구축
+ 국도 및 광역도로망 순차적 개통
- 국도 47호선 임송IC~연평IC개통(2014. 4월)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 지방도387호선 가곡리 교차로 개선
- 율석리 도로확장 공사
+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오남 도시계획도로(대3-102호) 개설(양지지구) 1차분
-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대3-2호) 4-2구간 실시설계용역
- 와부 도시계획도로(소2-27,2-51호) 개설 1차분(L=180m)
- 화도 도시계획도로(소3-25호) 실시설계용역
-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
- 월산리 진입도로 개설
▶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 노면 재포장(19.3 km)
- 노후 보도정비(15.6 km)
- 포트홀 및 도로민원처리 : 6,660건 (8272등 응급복구)
- 도로시설물(교량, 지하차도 등) 안전점검 실시(100건)
- 주민숙원사업 추진(21건 3,139백만원)
•마을회관 7건, 도로 5건, 배수로 3건, 교량 3건, 기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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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10.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중심도시 조성

10.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중심도시 조성

+ 100만 도시 도약의 기반 조성
- 창조경제의 규제완화 실천과 새로운 개발 여건 조성 및 유도로 인구 100만의 친환경
    명품도시로의 도약 기반 구축
- 인구 100만의 근간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상반기 중 완료
•관련 부서 및 기관(농림부, 산림청) 협의 시 인구 100만 도시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입안한
     우리 시 (안)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역량 집중

+ 남양주 약속 100! 안전·교육도시 조성
- 인구 100만 대도시의 100년 미래를, 시민이 100세까지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며 안심하고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백세청년 도시 조성

+ 100만 도시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사업 발굴 추진
- 과감한 규제정비, 인허가 업무체계 개선으로 사업유치 여건 조성
- 시 주도형, 민간 주도형 , 시와 민간 협업의 개발모델 발굴
+ 문화·예술·관광의 고품격 친환경 도시 조성으로 100만 도시 인프라 구축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관광·레저·교육 등의
   융·복합콘텐츠를 도입한 문화·예술 관광단지 조성  
- 기반시설의 확보 등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도모
-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시설 유치(종합병원, 체육시설 등)
- 친환경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한 조화롭고 매력적인 경관 조성
-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경관관리 목표와 구체적 제어 및 실천 가능한 경관관리체계 확립
- 경관심의제도 운영으로 경관관리 기준 확보를 통한 주변 경관과의 통합설계방안 구축

+ 100만 대도시, 자족 중심도시를 향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 공영SPC 설립(도시공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완료 등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구체화
-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 및 자족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지역주민 재정착율 제고 등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개발계획 수립
•서강대, 첨단연구시설, 주거·상업시설의 유기적 연계개발 방안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및 개방형 캠퍼스를 통한 도시 공원화
+ 대학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100세 청년 대학도시 조성
- 대학과 연계한 젊은이의 거리 등 특색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 활력 제고
- 산학협력, 재능기부 등 대학과 지역의 지속적인 융합 발전 방안 발굴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학유치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창출
남부생활권

서북부생활권

동부생활권

행정·첨단 공간

예술·산업 공간

관광·휴양 공간

강대·상명대 등 유치  

경복대·대경대 등 유치

입지 가능(규모) 대학 유치

+ 100년 미래「녹색안심 다산도시」건설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적용
-「택지개발·보금자리주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로 공사안전 확보
- 주민 입주 전 기반시설 설치 완료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활력 넘치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거지 재정비로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하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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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10.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중심도시 조성
+ 도심 속 군장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생활
   맞춤형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국비 50%)과 경기도의 맞춤형 정비 사업(도비 15%)
   보조재원으로 주민 참여 형 마을 만들기 기법을 도입하여 2018년까지 계속사업 추진
+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다각적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원
-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재정비촉진사업 적극 지원
덕소지구

지금 · 도농지구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국·도비지원 사업 추진
    (국비31억원 확보)
•촉진계획 변경(최고높이 지정 등) 및
    각 구역별 행정절차 이행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에 따른 향후 절차
    (촉진계획변경, 경관심의 등) 이행
•남양주 진입관문 지구로서의 특성화계획을
    통한 남양주 이미지 제고 기여

▶ 인구 100만 동북부 중심 도시 조성
+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GB 해제
+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주민공람 완료
+ 2020 남양주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 착수(용역비 301,290천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추진
- 신규) 태봉취락 등 33개 취락(1,070,467㎡)
- 변경) 논골2취락 등 44개 취락(2,534,429㎡)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친환경인센티브를 활용한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마석우2,3지구, 금남4지구, 부평2지구, 평내4지구, 백봉지구, 가곡2지구 등)

▶ 입주민이 중심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기반시설 1,2단계 인수 완료

+ 명품 도시에 어울리는 시민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여 입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 녹색안심도시(지금·진건) 조성사업 본격 착수 (4.748㎢, 수용인구 86,096명)

+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 다산도시 진건 · 지금지구 내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입주 시 안전하고 쾌적한 시범 주거단지 조성
- 착공 시 부터 입주예정자 중심의 품질검수 실시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제고
+ 지속적인 안전관리 교육 및 사전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주거단지 관리
-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민간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입주민
   스스로 단지 내 안전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완료
-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
▶ 대학도시 조성
+ 서강대 이전을 포함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역량 집중
+ 대학도시 실현을 위한 단계별 성과 도출
- 대경대학교 : 대학 위치변경(일부이전) 교육부 승인(2014.03.)
- 삼육대학교 : 남양주 국제캠퍼스 조성 MOU체결(2014.04.)
- 경복대학교 : 남양주 제2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2014.06.)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남양주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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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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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10.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중심도시 조성
▶ 안전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 자연지형을 이용한 안전한 건축물 건립
- 시민이 과도한 개발욕구 자제로 자연에 조화된 건축계획 유도
- 관련 인허가(개발행위, 산지전용)시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
- 건축기준 완화, 세제(취·등록세)지원,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등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관내 건축사와 연계하여 참여행정 실현
- 녹색건축물 워크숍, 간담회 개최, 시공법 등 전문교육 실시
▶ 규제완화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주민이 공감하는 GB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77개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범위 확대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현황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 최대한 반영
•여건 변화 및 불합리한 계획에 대한 검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협의 과정에 대하여 대응 철저
+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불법행위 단속
- 불법행위 사전 홍보를 통한 주민 의식 개선 및 예방 위주의 단속
- 기업형 불법행위 강력 단속 및 법령개선 건의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강제금 체납 관리
- 이행강제금 체납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부과부터 징수까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신뢰 구축

지난해 추진성과
▶ 도시 재생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지역 여건에 맞는 다각적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 남양주시 정비구역 등 해제기준 시행 (2014.04.)
- 남양주시 정비구역 등 해제기준 완화 공고 (2014.08.)
- 덕소지구 : 촉진계획 변경(2회)
- 지금·도농지구 : 촉진계획 변경(1회),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 군장마을 도시재생프로젝트 선정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국토교통부, 50억원)
- 마을만들기 연계융합지원사업 대상지 선정(경기도, 3천만원)
+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추진(84개 업소 160개 간판)
+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도입 등 투명한 관리비 운영
+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등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 적극적인 규제 발굴·개선 추진
+ 불합리한 상위 법령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32건)
+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 지침 등) 개선 등 규제 완화 추진(11건)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고시 및 건축설계 자문 폐지
- 남양주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운영지침 폐지
- GB내 농림수산업용시설물 허가처리지침 폐지
- 그 밖에 불필요한 지침 등 전부 폐지
-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경사도 산정, 기준지반고 완화)
- 도시계획조례 개정 (용적률 완화, 건축제한의 네거티브방식 전환 등)
- 건축조례 개정 (공개공지 확보비욜 완화 등)

남양주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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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행태 개선을 위한 인·허가 업무처리 매뉴얼 구축 추진

51

2015 남양주 시정계획   ●●   NAMYANGJU VISION & PROJECT

Ⅰ.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Ⅱ.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Ⅲ.
미래지향 감성 보육교육

Ⅳ.
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10.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중심도시 조성

10.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중심도시 조성

▶ 미래지향적 수(水)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미래형 에코도시 구축

▶ 63만 시민이 함께하는 감성소통의 문화인프라가 있는 산림·공원 조성

+ 친수공간과 경관이 융합된 생태공감 하천공간 조성
왕숙천 프로젝트,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016.12 준공)  
- 홍릉천 비점오염저감사업

+ 힐링의 가치를 담은 생태체험의 메카조성
- 물맑음 수목원 조성 추진(건강숲체험지구 등 5개 지구 20개 테마원 12ha/6,500백만원)
    ※ 조경·토목, 전기통신분야 공사진행
- 숲속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추진(목재전시 및 체험공간 2층 990㎡/ 5,200백만원)
    ※ 설계·인허가, 공사 착수단계 진행

+ 스마트 환경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진
-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발전의 현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오염총량제도 시행
- 2020년 인구 100만의 지역개발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용량확보
+ 다산신도시(진건,지금지구) 공원녹지 랜드마크화 추진
- 진건지구) 공원 13개소(436,728㎡) / 녹지 11개소(249,986㎡)
- 지금지구) 공원 15개소(293,206㎡) / 녹지 16개소(174,071㎡)
- 타 시군과 차별화 및 특화하여 우리시 대표적 랜드마크화 협업 추진
+ 사용종료 매립장 친환경 공원조성으로 시민편의 공간 제공
- 다산(진건, 지금지구)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하여 입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행복마을 네트워트 실현을 위한 생활권별 그린베이스, 녹색인프라 구축
+ 동부권역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와 휴식”이 있는 커뮤니티 가든조성
- 화도근린공원조성, 광암저수지 수변공원조성, 묵현2리 어린이공원,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2단계)
+ 북부권역 : 지역자원(오남 저수지)를 활용한 친환경슬로시티 이미지 부각
+ 남부권역 : 도심속 힐링공간 창출과 문화·휴식공간 제공
- 황금산문화공원, 늘을중앙공원,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조성

지난해 추진성과

+ 가족단위 여가문화 공간 한강시민공원 조성
- 어린이 감성정원 조성, 4계절 꽃의 페스티발 한강공원조성
+ 문화의 향기와 테마가 있는 워터~파크 운영
- 와부물놀이장 등 25개소 / 통기타, 마술쇼 공연 등 개최
+ 이야기가 있는 “그린 어메니티 도시숲” 조성
- 관내 도시림, 학교숲, 쌈지공원 등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도시림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역사·자연이 융합된 녹색감성 수변공원 조성
- 시민 휴식공간 확대 및 행복한 매핑시스템을 연계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물의정원 정비, 다산생태공원(다산채마원) 조성, 마음정원 조성

지난해 추진성과
▶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생태하천 공간조성과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 한강물길 따라 떠나는 특별한 생태여행 명소 선정
※ 한강수계 생태명소(20선) :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

+ “ 왕숙천 프로젝트” 건강한 수(水)생태계 환경조성 기반마련

남양주 시정계획

+ “여가와 휴식”이 있는 친환경 공원조성 (5개소)
- 황금산 문화공원 조성(49,109㎡ 9,700백만원 공정률 40%)
- 오남호수 공원화사업(수변산책로 2.29km 9,661백만원 2단계 완료)
- 광암저수지 수변공원 조성(11,064㎡ 3,430백만원 공정률 95%)
- 평내2호 근린공원 조성 완료(14,447㎡(신규2,876㎡) 3,700백만원)
-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13,081㎡ 8,554백만원 토지보상)

+ 물맑음 수목원 및 숲속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 물맑음 수목원 조성(12ha  6,540백만원 공정율 45%)
- 숲속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990㎡ 5,200백만원 공정율 10%)
+ 숲길 조성·등산로 정비(백봉산 등 6개소 10.9km)
+ 다산길 정비(다산길 등 13개소 163.1km)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 여가와 휴식이 있는 복합 문화·생태 수변공원 조성

+ 블루&그린네트워크 조성(들꽃정원) : 1단계 사업완료(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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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힐링을 위한 꿈의 숲길 만들기
- 수락불암산 누리길 조성 (수락산, 불암산) 20.3km / 700백만원
- 숲길 조성관리·등산로정비 (백봉산, 철마산, 운길산, 관음봉 등) 9.6km/ 203백만원
- 다산길 정비·관리 (다산길 13개 코스) : 163.1km/ 5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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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린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 시민의 니즈(Needs)가 담긴 다양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
+ 기업투자형 전략적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자원순환특화 단지조성
- 건설폐기물 사업장 대표와 간담회, 주민공청회 등 추진
- 기업↔관(官) 협력하여 기업투자형 재활용 단지조성
+ 시민주도 장터『남양주점프벼룩시장』 확대 운영
- 철도관광과 연계한 상설장 확대(4개소)
- 참가접수 on-line 시스템 구축
- 문화·홍보기부 사업 대·내외 참여확대,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및 창의적 인재발굴
+ 시민이 행복한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 및 운영
- 2015.6월 준공예정인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시 주민의 참신한 의견반영 및 주민참여, 만족도 제고
+ 시민이 체감하는 아토피 예방관리
- 시민협의회 운영, 참여학교 방과후 교실운영, 아토피 가족캠프운영
+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   
- 학교, 동아리, 환경단체, 워킹그룹 등과 연계한 커뮤니티 매핑추진
- 커뮤니티 맵: 총40개(왕숙천의 4사계절, 유해외래식물 탐사, 통학로 어린이안전지도 등)
- 넛지효과를 유발시키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지원으로 부서간 협업모델 구축     
- 커뮤니티 매핑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측행정 실현

지난해 추진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만족하는”「에코 스마트 시티」실현
+ 클린도시 추진을 위한 도로 입양사업 등 시민참여 확대
- 도로입양사업(18개 단체 31회), 마을단위 정화활동(140개), 국토대청결운동 전개(32회 52.5톤)
- 단독주택지역 쓰레기배출체계 시범사업 추진(진건, 평내 38개소)
+ 도로 환경감시단 운영, 청결유지 책임제로 시민중심·현장중심 행정추진
- 도로환경감시단 운영(119명), 쓰레기 방치지역 청결유지 책임제
+ 아토피 부모·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민주도형 참여행정 실현
+『남양주점프벼룩시장』광역화로 나눔문화 확산 및 시민욕구 충촉
※ 전년대비 88% 확장개장(2013년 17회/126천명 ⇒ 2014년 32회/183천명)

▶ 시민 맞춤형 환경복지서비스 제공
+ 계절별 「문화의 향기」가 있는 신나는 워터~파크 운영
- 와부물놀이장 등 (22개소 테마공연 42회)
- 별내 신규 물놀이장(5개소) / 왕숙천공원 등 겨울눈놀이동산(3개소)
+ 하천환경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기반조성
- 마석우천 복원사업 완공을 통해 상습침수지역 개선  
- 진건천 개수사업(1차분 완공) / 도심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수해피해 예방
+ 환경 취약계층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 아토피에 민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아토피 캠프(114명), 학교방문 전수검진(5개교/3,510명)
- 생활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건강 피해요인 예방
•취약시설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608개소),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50가구)

남양주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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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지킴이 활성화
- 산사태 취약지 지정 (51개소) ⇒ 재난 위험요소 정비 및 점검
- 유해화학물질 사고 안전관리 홍보 및 사전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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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11. 그린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북한강 조류증식 등 다양한 수질변화에 선제적 대응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화도정수장 Q=55,000㎥/일(16,027백만원)  
- 도곡정수장 Q=16,000㎥/일( 9,920백만원)
+ 미 급수지역 상수도 설치 ⇒ 지하수 오염 및 고갈 지역 생활용수 공급
- 상수도설치사업 : 진접읍 내각리 755번지 일원 등 17개소
- L=11.4㎞(D50~200mm), 수혜가구 224가구
+ 시민과 함께하는 다산수 ⇒ 고품질 다산수 홍보
- 각종 행사, 희망케어,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다산수 공급 확대
⇒ 연간 70만병 생산 제공(2014년 60만병 생산 제공)

지난해 추진성과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호평배수지 송수관로 중간가압장 신설 : Q=35,000㎥/일(3,773백만원)
+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
- 화도정수장 : Q=55,000㎥/일, 중간가압장 1개소(16,027백만원)
- 도곡정수장 : Q=16,000㎥/일, 중간가압장 1개소( 9,920백만원)
+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추진 : L=6.38km(8,470백만원)
+ 미 급수지역 상수도 설치: L=10.4km(1,760백만원)
▶ 효율적 하수처리장 운영 안정적 수질관리

▶ 안정적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사업
- 월산푸른물센터 신설 Q=17,000㎥/일(61,384백만원)    
- 진건푸른물센터 증설(2차) Q=25,000㎥/일(58,997백만원)    
- 진중푸른물센터 신설 Q=300㎥/일(6,221백만원)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3단계)
- 오수관로 신설 L=39.7㎞, 배수설비 1,989개소(37,204백만원)
+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
- 화도푸른물센터 유입차집관로 개선공사 L=44.8㎞(40,000백만원)
-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L=9㎞(10,000백만원)
- 용정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L=9㎞(3,360백만원)
- 가곡처리분구 오수관거 정비사업 L=3.4㎞(3,914백만원)
- 오남·어람 차집관로 개선공사 L=9.4km(9,444백만원)
-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공사 L=15km(18,838백만원)

+ 기술진단 실시(진건 2014.04, 삼봉 등 7개 소규모푸른물센터 2014.05.)
▶ 하수도시설 정비 및 확충 적정한 하수처리
+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3단계) L=39.7㎞(37,204백만원)
-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L=9㎞(10,000백만원)
- 용정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L=3㎞(3,360백만원)
- 화도푸른물센터 유입차집관로 개선공사 L=44.8㎞(40,000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푸른물센터) 신·증설 및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설치
- 월산푸른물센터 신설 Q=17,000㎥/일(61,384백만원)    
- 진건푸른물센터 증설(2차) Q=25,000㎥/일(58,997백만원)    
- 진중푸른물센터 신설 Q=300㎥/일(6,221백만원)    
- 진건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Q=120,000㎥/일(26,128백만원)    
-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 시설 설치 Q=65,000㎥/일(17,115백만원)
+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관리
-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계획용역 수립
- 미신고 지하수 발굴 및 지하수 시설 사후관리 추진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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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 개선 보완사업
- 제1화도 유입펌프장 및 유량조정조 설비 설치(오수펌프 압력계 5개 신설)
- 일차침전지 설비 설치 운영(스컴스크린 교체 및 2대 보수 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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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투자사업
+ 지금동 종합행정타운
+ 도농동 종합행정타운
+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 북부장애인 복지관 건립
+ 복합공연장 건립(진접읍 연평리)
+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 진건체육문화센터
+ 먹골저수지 체육시설조성
+ 진접읍운동장 조성
+ 와부읍운동장 조성
+ 약대울체육시설 조성
+ 화도체육 문화센터 배드민턴장
+ 진접 장현 배드민턴장 설치
+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설치공사
+ 폐국도46호 (진건)생활 체육시설
+ 차산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 공사
+ 송천미니단지 진입로 교량 설치공사
+ 팔야리 공장밀집지역 상수관거 설치공사
+ 별내면 에코-랜드 수영장 조성
+ 일패 사용종료 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
+ 남양주·구리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진건천 개수사업
+ 진벌천 개수사업
+ 용암천 개수사업
+ 물맑음 수목원 조성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늘을중앙공원(호평동 수변공원) 조성
+ 화도근린공원 조성
+ 오남호수공원화 사업
+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
+ 묵현2리 어린이공원
+ 광암저수지 수변공원
+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조성
+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 사업(2단계)

2,500㎡ 지하1층, 지상4층
2,500㎡ 지하1층, 지상4층
3,000㎡ 지하1층, 지상4층
2,323.88㎡ 지하1층, 지상4층
3,000㎡ 지상3층
12,000㎡ 지하2층, 지상3층
14,633㎡ 지하1층, 지상4층
1,500㎡ 지하1층, 지상4층
축구장 1면
축구장 1면
축구장 1면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
실내배드민턴장 18면
실내배드민턴장 4면
실내배드민턴장 4면 풋살구장 1면
실내배드민턴장 5면 풋살구장 1면
L=130m, B=6m
L=15m, B=8m
상수관로 L=330m, 가압장 1개소
3,699㎡ 6레인×25m
근린공원 58,877㎡
소각시설 증설(100톤/일)
음식물처리시설(200톤/일)
생태하천 복원 11.1km
7.84km
하천개수 L= 1.1km
교량 1개소(L=42m, B=21m)
하천개수 L=5.9km
수동면 지둔리 120,000㎡
수동면 지둔리 6,000㎡
17,081㎡
79,155㎡
수변산책로 3.07km
49,109㎡
1,587
11,064
13,081
진입도로 확장 L=210m,B=9.0m
교량확장(라멘교) 1개소

13,200백만원
13,400백만원
7,800백만원
5,330백만원
7,000백만원
41,051백만원
33,009백만원
15,000백만원
2,636백만원
5,036백만원
3,152백만원
8,500백만원
33,009백만원
850백만원
4,886백만원
1,020백만원
680백만원
500백만원
120백만원
10,590백만원
8,470백만원
171,930백만원
22,840백만원
10,000백만원
6,370백만원
10,328백만원
20,000백만원
6,540백만원
5,200백만원
31,300백만원
24,100백만원
12,511백만원
9,700백만원
2,500백만원
3,430백만원
8,544백만원
1,568백만원

+ 진접선(4호선 연장) 전철 사업 추진
+ 별내선(8호선 연장) 전철 사업 추진
+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
+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남양주~하남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 진접 내각마을 재생사업
+ 별내역 환승센터 구축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 공영주차장 확충
+ 국도47호선(퇴계원~진접) 도로개설공사
+ 국도47호선(진접~내촌) 도로개설공사
+ 국도43호선(광전IC~의정부) 도로개설공사
+ 국지도86호선(와부~설악) 도로개설공사
+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도로개설공사
+ 덕송~상계 광역도로 개설공사
+ 먹골교차로 개선사업
+ 진접 도시계획도로(중1-102호) 개설공사
+ 화도 도시계획도로(소3-25호) 개설공사
+ 진건 도시계획도로(소1-2,2-21호) 개설공사
+ 오남 도시계획도로(대3-102호) 개설공사
+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 개설공사
+ 진접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
+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 진접 산림교육원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 경기북부 순환노선 자전거길 조성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진중 푸른물센터 신설
+ 월산 푸른물센터 신설
+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차)
+ 진건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3단계)
+ 홍릉천 통합, 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 용정천 통합, 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 화도푸른물센터 유입차집관로 개선공사
+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
+ 미 급수지역 상수도 설치
+ 여성비전센터 건립
+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14.78km(우리시 12.71km)
12.91km(우리시 2.27km)
2.38km(우리시 1.54km)
4.9km
첨단화 승강장 15개 구축
진접읍 내각리 일원
환승편의시설 설치
교통정보수집·제공장치, 자가통신망
3개소 5,184㎡ 129면
11.36km
9.04km
3.74km
28.7km
8.5km
2.38km
0.75km
490m
0.25km
614m
620m
2.6km
145m
290m
1.6km
2.3km
17.4km
3.2km
화도정수장, 도곡정수장
300㎥/일
17,000㎥/일
25,000㎥/일
120,000㎥/일
남양주시 일원(하수처리구역)
L=9km
L=3km
L=44.8km
L=6.38km

L=10.4km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1조 3,332억원
1조 2,806억원
65,020백만원
161,700백만원
500백만원
1,500백만원
15,800백만원
2,368백만원
6,455백만원
333,772백만원
214,162백만원
85,100백만원
280,700백만원
178,000백만원
65,020백만원
14,048백만원
12,005백만원
1,900백만원
7,500백만원
4,670백만원
60,600백만원
2,370백만원
2,400백만원
3,000백만원
4,400백만원
17,700백만원
4,000백만원
25,947백만원
6,221백만원
61,384백만원
58,997백만원
26,128백만원
37,204백만원
10,000백만원
3,360백만원
40,000백만원
9,920백만원
8,470백만원
23,304백만원
14,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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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상성과
+ 2014년 하수도 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 (2014.11. 행정자치정부)

+ 정부3.0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 (2014.04.03 경기도)

+ 2014년 전국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 (2014.12.05. 행정자치부)

+ 2014년 자원재활용 우수 (2014.12.31 경기도)

+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최우수 (2014.12. 경기도)

+ 2013년도 농촌지도사업 지원기획분야 우수 (2014.06.23 경기도)

+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최우수 (2014.07.17 경기도)

+ 폐기물성상개선 우수 (2014.12.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 최우수 (2014.12. 경기도)

+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기초생활기반확충) 우수 (2014.09.0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3년 경기도 청소년문화존 모니터링 평가사업 최우수
(2014.01.10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지자체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 장려 (2014.08.27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14년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 장려 (2014.12.경기도)

+ 공약이행률 평가 공약대상(2014.04.15법률소비자연맹)
+ 도로관리 평가 장려 (2014.11.경기도)
+ 2014년 복지행정상「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대상 (2014.12.10 보건복지부)
+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결과 3위 (2014.12.경기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우수지자체 대상 (2014.11.13 보건복지부)
+ 2014년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행정자치부 인증 (2014.12.8.행정자치부)
+ 2014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1위(2014.12. 경기도)
+ 경기소재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선정 (2014.03.06.(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우수(2014.07.10 행정자치부)
+ 2014년 시군종합평가 노력상 (2014.12.경기도)
+ 초등교육사업비지원사업 우수기관표창 우수 (2014.12.31 교육부)
+ 2014년 복지행정상「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우수(2014.12.04 보건복지부)
+ 2014년 지자체 복지사업 종합평가 우수 (2014.12.10 보건복지부)
+ 2014년 의료급여 사업평가 우수기관 표창 우수(2014.11.20 보건복지부)
+ 2014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표창 우수(2014.12.29 보건복지부)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2014.12.05 보건복지부)
+ 201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 (2014.09. 경기도)
+ 2014년 도로명주소사업 종합 평가 우수 (2014.12. 경기도)
+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우수 (2014.07.17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