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동행, 민선 5기 3년의 성과

NAMYANGJU RESULT REPORT

NAMYANGJU VISION & PROJECT
사람이 희망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 가득
내일의 희망에 오늘 한 발 더 가까이 ‘남양주의 희망’은 오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 열심히 달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희망엔 시민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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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3년을 되돌아보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하다
먼 길 떠나는 여정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남양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 왔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보다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복한 동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PROLOGUE 01 >>

Dream, Hope & New beginning

01
설렘으로 가득 찬 그 첫걸음
두근두근, 설렘 - 그 가벼운 듯 기분 좋은 시작.
남양주 민선 5기의 첫걸음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아
시민 모두가 바라는‘더 힘찬 남양주, 더 새로운 남양주’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와 설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The
happiness

PROLOGUE 02 >>

The happiness of today

02
소통과 열정이 이뤄낸 현재라는 선물
열정은 모든 것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남양주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들의
소통 속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열정이 모여 일궈낸 남양주의 오늘 현재라는 선물이 남양주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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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03 >>

03
3년의 긴 시간을 준비한 내일의 꿈
준비된 내일은 오늘보다 아름답습니다.
남양주시는 민선 5기 3년의 긴 여정을 거치면서
오늘을 착실하게 만들고 내일의 기반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사람을 향하고 미래를 향해 행복한 미래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Hope for a better tomorrow

PROLOGUE 04 >>

Genuine Companion

12

13

Genuine

Companion
04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길을 걷다
길고 험한 여정이었지만 늘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어
용기를 얻었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해 온 3년의 시민참여행정이 결실을 맺어가는 중요한 지금,
시민이 앞장서고 공무원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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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2010년 7월 민선 5기 新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어
멀고 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시민이 원하는 성과를 지향하며 오늘의 남양주로 변모시켰습니다.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학생 플래너즈 등 100개의 워킹그룹
창의적 인재들과 공무원이 함께 시민참여행정을 정착시켰습니다.
서로 협동하고 융합하면서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일들을
현실로 이뤄가며 더 큰 남양주의 미래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궈야 할 미래는 지금의 성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희망하며 더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명품 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60만 시민 모두가 남양주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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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mory

of the past
. . . 아름다운 동행, 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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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라는 변화의 원동력
지난 3년간 남양주는 여느 도시보다 쾌속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인구 60만 시대를 열었으며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생활환경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교육환경 조성에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입,
자연과 문화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시민’
이란 큰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중심의 시민참여행정’
이란 모토 아래,
지난 3년의 성과에는 남양주 시민 모두의 참여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Namyangju city

02. 아름다운 동행, 그 3년 The memory of the past

18

2010.07.│1st day
민선 5기 남양주시장 취임식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전, 민선5기

시민 모두가 일촌이 되는 시민참여행정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다

‘명품도시 남양주, 더 새롭게 힘차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2010년 7월 민선 5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시작과 함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주체는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꿈이자 희망으로 여겨졌던 ‘시민에 의한 행정’, ‘남양주 변화의 주체는 시민’이란
대 전제 아래, 우리의 남양주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는 시민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민선 5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전으로 시민 모두는 일촌입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미래로 가는 남양주의 아름다운 길을
저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싶지 않으십니까?
‘명품도시-남양주’의 완성을 위해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녹색 도시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념이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진솔한 삶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No.1 명품도시-남양주」의 완성을 위한
남양주의 유쾌한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명품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남양주의 새로운 성공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 2010. 7. 1 민선 5기 남양주시장 취임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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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또 한걸음
명품도시로 나아가는

살기 좋은 남양주 만들기

민선 5기 남양주,
시정비전 및 운영 방향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온 남양주의 모습 뒤에는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큰 목표를 향한 비전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100만 도시의 초석을 다지며 시민의 꿈이 커가는 곳, 남양주는 이제 함께한 3년보다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시정비전과 방향 >>
명품도시 남양주 더 새롭게 힘차게!

시정방침

시민중심 투명행정

주요시책
+시민참여 투명행정
+행정서비스 확대
+중심도시 건설

3·3·4 녹색도시

+선진교통 인프라 및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쾌적한 녹색명품 도시

사람중심 복지문화

미래지향 보육교육

활력있는 산업경제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보육천국
+인재양성 교육콘텐츠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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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th day
화도 행정타운 개소

시민과 조금 더 가까이,
시민 편의에 조금 더 가까이

친환경 명품청사 확충

시민 편의를 고려한
친환경 명품청사 건립

2013년 7월 현재 7개소의 친환경 명품 청사를 건립하였고, 앞으로 진접, 별내동, 도농동
등 총 10개소의 명품청사를 확충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청사 건립 현황(계획)

2007

2008

2009

2010

2013 이후

1개소

4개소

6개소

7개소

10개소

평내동

금곡동

별내면

화도읍

진접읍

진건읍

호평동

별내동

와부읍

지금동

10
8
6
4
2
0

2007

2008

2009

2010

201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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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가 주인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2011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와부읍과 호평동 주민자치센터는 우수상을 받았고,
2012년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을 받음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행정의 우수성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차별화된 지역 특화사업과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뷰티메이
크업반, 청소년 오케스트라, 어린이 스포츠 체험단)과 예절학교, 2040세대를 위한 취·창업,
인문강좌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주민자치센터 1특성화
사업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마을가꾸기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등 지역 특성화사업을
통해 시민참여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Namya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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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54th day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개소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지역시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취업의 기쁨,
일자리 1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2010년 일자리센터를 개소하여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미스
매치의 최소화를 위하여 취업박람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일자리센터의 허브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상용직 일자리 4,250개를 창출하고,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남양주시민 50% 이상 고용 추진을 의무화하여 연간 1만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2012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공약 분야에서 우수상과
2013년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유망 기업 유치, 지역산업 연계 마을기업 육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여 은퇴자,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취업 및 창업교육 확대 및 청년취업 멘토링제를 활성화하여 청년 및 고졸자
취업기회 확대와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추진 현황
합계

실적 10,011

5,000

목표 12,900

4,000

3,000
2010

2011

2012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목표

10,011

3,657

3,059

3,295

실적

3,848

3,848

4,277

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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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75th day
친환경 걷기코스 다산길 개통

길 위의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남양주 문화 아이콘 다산길

친환경 걷기코스
다산길 조성

남양주만의 지형을 살려 수려한 산과 강, 뜰의 천혜 자연을 만날 수 있으며 다산 정약용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13개의 걷기코스를 완성하여 남양주 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새로운 건강걷기 코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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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79th day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U-City 건설의 모델이 되는
교통시스템 구축

시민만족 첨단교통시스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시민 밀착형 교통수단을 시민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관내 어디로든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 도입하여 교통 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및 U-통합센터 운영으로 평균 통행속도 8km/h 향상, 통행속도 향상에
따른 시민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홈페이지, 모바일, ARS,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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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도, 교통수단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동 행 Genuine Companion

교통편의 시스템 구축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지·간선체계 개편과 비효율·굴곡·장거리 노선 조정 및 과다, 중복노선 개편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편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도권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남노선 등 70개 노선 6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동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현황
2006.7

28개 노선

463대

첨단화 승강장 구축

2012

+
42개 노선
▶▶▶▶▶

70개 노선

618대

첨단화 승강장 구축 현황
자체적으로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 민간사업자 설치 등을 통해 총
516개소에 첨단화 승강장 설치하였습니다.

2007

-

2013
+
516개소
▶▶▶▶

516개소

2016
+
300개소
▶▶▶▶

8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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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91th day
덕송 ~ 내각 고속화도로 착공

경기 동북부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균형 잡힌 쾌적한 도로망

남양주 곳곳에 펼쳐지는
편리한 도로망

어디로든 열린 명품도로망, 통쾌한 교통의 남양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수도 서울 동북부 교통의 관문으로 5개 노선의 국도가 통과하는 등 교통량 보다 도로
여건이 미비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주요간선도로의
정비와 우회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을 통하여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지속해서 구축하고 있으
며, 도로연장은 국도 93km, 지방도 59.1km, 국지도 63.2km, 고속도로 22.4km, 시
도 16.7km, 시군도 86.3km로 총 340.7km(29개 노선)이며, 포장률은 93%에 이르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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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시민 행복을 먼저
생각한 교통망

녹색교통망 구축 & 인프라 확충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내를 잇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비롯하여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을 시작으로 준고속 열차 ITX 연결, 별내역 개통과 천마산역
신설, 별내선 8호선과 진접선 4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 철도망 확충으로 동북부
교통거점도시 발판 마련

+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1997.~2012.)
+ 경춘선 천마산역 신설 (2010.~2013.)
+ 별내역 환승센터 구축 (2010.~2014.)
+ 진접선(지하철 4호선 연장) 복선전철 사업 (2010.~2019.)
+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 복선전철 사업 (2006.~2019.)

한강, 북한강 등 친환경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로 시민 행복지수 제고

한강과 왕숙천으로 둘러싸인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시민에게 체육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조성 현황
103.7km

조성 완료
85.32km

설치 중

중기 계획

30.4km

장기 계획

44.52km

30km

60km

90km

120km

총 연장

조성 완료

설치 중

중기 계획

장기 계획

263.94km

103.7km

85.32km

30.4km

44.5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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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00th day
와부 체육문화센터 개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보장하는

최첨단 멀티 체육문화시설 확충

시민에게 활력을 주는
스포츠 천국 도시 조성

기존 체육문화센터 1개소로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여 2012년
까지 호평, 진접, 와부 3개소에 체육관과 수영장 등의 기능을 갖춘 멀티 체육시설을 설치
하였으며, 추가로 화도, 오남, 수동, 평내 4곳에 최첨단 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체육문화센터(수영장) 건립 현황
2006

1개소

2013
+
3개소
▶▶▶▶

4개소

2013 이후
+
4개소
▶▶▶▶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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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에서 명품 선수
육성까지 책임지는

건강 천국 스포츠 천국 도시

시민에게 활력을 주는
스포츠 천국 도시 조성

2011년 세계 태권도 한마당 성공적 개최와 1인 1종목 생활체육 전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시청 소속 송대남 유도선수 런던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태권도 시범단 운영 등 명품선수
및 생활체육 리더 육성하고 있으며, 체육문화센터를 6개소로, 생활체육시설을 73개소로
권역별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민에게 건강과 활력을 주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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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2th day
제3회 섬김이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남양주에서 기업을 경영하면
생기로 가득하다

지역 산업 활성화와 지원서비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기업 지원

남양주에는 1,875개의 제조업체가 생산 활동 중이며, 이 중 99%인 1,1847개 업체가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해 기술력 및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글로벌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참가비 지원, 해외홍보물 제작비
지원, KOTRA 해외지사화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의 수출 및 성장을 촉진,
남양주시 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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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윤활유를 주는 남양주

산업인프라 구축과 기업 여건 마련

기업 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기업투자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업애로 해소 추진 및 기업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기업설립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기업
민원을 통합 관리하고 고객의 처지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 없는 기업애로 수렴과
해소를 위해 기업환경개선 패러다임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단체, 자문단, 기업인 소모임
및 기업 SOS넷 등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정기·수시조사 하고, 도로, 상·하수도, 반사경,
기업통합간판, 교통체계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업인프라 구축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중이며, 신규 산업단지 대상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와 사업시행자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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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5th day
363일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

해마다 늘어가는 미래형
지식정보의 보고

테마가 있는 명품 유비쿼터스 도서관 조성

테마가 있는
명품 도서관 조성

OECD 선진국 수준의 인구 5만명당 1개 도서관 만들기를 목표로 와부, 별내, 퇴계원,
평내, 오남 도서관 5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추가로 진접(장현, 금곡) 도서관, 별내
중앙도서관(별내 택지지구), 남양주 중앙도서관(지금 보금자리지구) 등 4개 도서관을
겁립하여 총 12개의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권역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지식정보문화 공간 제공과 전통문화 가치를 창출하여 인구 100만 명품도시에
걸맞은 권역별 테마가 있는 명품 도서관 건립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명품도서관 건립 현황(계획)
2006.7.

2013
+
5개관

3개관

2013 이후
+
4개관

8개관

▶▶▶▶

12개관

▶▶▶▶

2. 참고자료>> 권역별 명품도서관 건립 현황

와부읍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평내동

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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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엄마가 주인공인

품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꿈과 희망을 키우는
보육 인프라 확충

어린이에게는 행복 보육, 엄마에게는 안심 보육,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자긍심 보육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 비전센터 권역별 건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구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확충, 공공시설 내 어린이집
수유, 탁아실 확충, 친환경 농산물 영양급식 제공, 교재 교구 구입비용 지원과 지속적인
보육시설 지도점검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 인프라 확충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 및 출산지원(태교·출산교실 운영)사업, 종일반 및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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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9th day
점프벼룩시장, 4개 권역으로 확대 개장

녹색 소비생활의 실천,
문화나눔의 장터로 점프

점프벼룩시장 활성화

나눔의 시작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2010년 10월 시작된 점프벼룩시장은 4개 권역으로 확대 개장된 이후 권역별로 매주
개최되고 있으며, 남양주 스타일의 점프벼룩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활용품을
판매 교환하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시민이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축제로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시가 함께 이루어져 남양주의 축제·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매회 10,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복합 문화 활동이 가능한 지역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이익금 중 일부는
참가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희망케어센터에 기부되어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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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의 변화

에코시티 & 디자인시티 만들기
생활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구리시와 광역환경에너지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폐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별내택지지구내 클린센터
(처리시설) 및 자동클린넷(집하시설)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 디자인사업 추진

무질서한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을 정비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금곡동 1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곡동 2차, 화도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통하여 디자인이 살아있는 명품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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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1th day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민 모두가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남양주

행복지수를 높이는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의 원동력!
평생학습망 구축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라는 모토를 모든 평생교육사업 전반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사업 기획과 진행 등 모든 사업 절차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협력,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뉴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시민 누구나 거주지에서 10분 내 학습등대, 20분 내 주민자치센터, 30분 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양주만의 평생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1·2·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1·2·3 평생학습 인프라란? 시민 누구나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10분 내 학습등대,
2
 0분 내 주민자치센터, 30분 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
하여 시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보편적 학습권 보장

평생학습도시
특화브랜드 "학습등대"

10분 내 학습등대를 이용하여 모든 시민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습등대 운영 현황

2011

2012

2013

10개소

38개소

60개소

프로그램 61개
835명

프로그램 227개
3,464명

프로그램 370개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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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함께하는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꿈 샘 비전스쿨, 공부의 神(신) 주말 학교, 자녀 학습지도를 위한
신맹모아카데미, 스쿨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현대화와 학력 신장을 위하여 교육협력사업,
자체지원사업, 대응투자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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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447th day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유기농 도시, 남양주

세계유기농대회 성공 개최

동아시아 유기농 대표 도시, 남양주

2011년 9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세계유기농대회는 3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행사로
'유기농올림픽'으로 불리는 만큼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유기농 관련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기업체 등 76개국 2천899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의 행사로 기록되었으며 논문 접수와
발표 건수도 1,754편으로 역대 유기농대회 최다 성과를 이뤘습니다
유기농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대회기간 일반 관람객 24만5천명이 방문했고,
'유기농은 생명이다'를 모토로 조성된 국제 행사장에는 20개국 250개 업체가 참가해
세계 유기농의 무역 장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중 500만달러(60
억원) 상당 30여 건의 계약과 1천500만달러(179억원) 상당 70여 건의 상담이 이뤄져
국내ㆍ외 바이어와 참가자들이 한국 유기농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관광
수입 등 총 21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11년 9월 유기농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유기농 산업의 붐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세계
최초 유기농테마파크(유기농박물관, 조안면 삼봉리) 개관하여 유기농 대표 도시로서의
명성과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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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지키고 생태계를 살리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소비자 요구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지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도 시행 등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 와부읍 도곡리에 17.4ha 규모의 유기농시범단지를 개장한 바 있으며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 증대와 고품격 친환경 유기농 농산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친환경인
증 농가 육성, 친환경 비료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 가공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꿈과 희망
“강소농(强小農)” 육성

2015년까지 작지만 강한 강소농(强小農) 1,000 농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
FTA 대응을 위하여 농업경영개선과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력 양성과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 증대와 고품격 친환경 유기농산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환경 친화적 농업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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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515th day
전국 최초‘복지전광판’개통

소외 없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시스템

복지 롤모델, 남양주 복지전광판

한눈에 보이는
복지전광판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와 시에서 제공되는 보건·복지·자활·고용을 비롯한 각종 지원혜택에 대한 정보와
지원현황을 원-스크린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지전광판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

41

동 행 Genuine Companion

대한민국 대표 복지모델

희망더하기, 희망케어센터

국가대표 복지모델,
희망케어센터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소외계층에게 보건, 복지, 자활 등 통합복지서
비스를 원-스톱 맞춤 제공하는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효율적 협치를 통해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에서 함께 팀을 이루어 민간자원을 연계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의 네트워킹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방문하여 벤치마킹

희망케어 시스템을 롤 모델로 2012년 4월 전국에 지자체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함으로써

한발 앞서 가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 구현

화도읍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경인히트상품 수상, TV

국가대표 복지모델로 주목받았으며, 꿈둥이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방송 3사 연속 소개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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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548th day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실시

건강한 도시,
시민건강의 지킴이

평생건강 맞춤형 보건서비스
보건, 복지 통합인프라 구축으로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맞춤형 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치아 건강체험교실 운영과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암·치매 조기 검진사업, 사계절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심폐소생(CPR)
시민 리더 1,000명 육성,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약제비, 진료비 지원 등 민·관이
함께하는 성인병을 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제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
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무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와 부부 출산교실, 모유 수유클
리닉, 난임 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플러스 등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을 종합적으로 배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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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척도가 되는
복지서비스 업그레이드

복지 인프라 강화

복지 인프라 구축

① 기능형 공공복지시설 건립
+진접지역 노인복지관(분관) / 진접읍 금곡리 해참 공원 (2013.03. 개관 운영)
+호평지역 노인복지관 / 호평동 금배 근린공원 (2013.12. 개관 예정)
+별내지역 노인복지관 / 별내면 덕송리 사회복지시설용지 (2014. 개관 예정)
② 여성 비전센터 건립 (2014. 개관 예정)
+남양주 지금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1,300㎡ / 지하1~지상4)
③ 북부종합보건복지타운 건립 (2014. 개관 예정)
+진접읍 금곡리 수질복원센터 내
+진접·오남 통합보건지소(건강관리센터 포함), 북부희망케어센터
④ 남부희망케어센터 리모델링 (2013.06. 개관)
+와부읍 덕소리 구 와부읍청사 리모델링
+와부보건지소(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포함), 남부희망케어센터·남부민관복지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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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607th day
수도권 최초 '목재 문화체험관' 조성

생태자원의 메카,
자연자원을 체험하는

명품공원 & 산림휴양공간 조성

생태체험형 산림휴양공간 확충

숲길, 철길, 들길을 활용한 다산길 조성을 완료하였고 생태 체험형 참살이 명품수목원,
추억의 폐 철로 생태복원사업,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 동·북부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과 생태자원의 메카로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특화한 생태교육 및 숲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명품공원 조성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건전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25개소의 도시공
원 계획을 시설 결정하여 103개소의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립공원의 합리적인 시설운영과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천마산군립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원이용 주민불편 해소 및 보존가치 향상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계획, 전략계획, 실천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원 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현황

2006
7월

2010
7월

2012
12월

42개소

86개소

103개소

527,232㎡

3,324,438㎡

3,52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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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물놀이장 현황 (15개소)

진접 물놀이장
진접읍
진접택지지구 물놀이장

수동면

별내면
진건 물놀이장
오남읍

오남근린공원 물놀이장
호평동
별내동
진건 물놀이장

집건읍

호평 물놀이장

평내동

퇴계원

화도읍

평내 물놀이장

금곡동
금곡 물놀이장
도농동
도농지구 물놀이장
삼패지구 물놀이장

양정동

화도창현 물놀이장

와부읍

지금동

화도 물놀이장

조안면
와부 물놀이장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물놀이 천국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

물놀이장 운영
(하절기 6월~8월 운영)

와부 물놀이장 등 15개소 / 연간 30만명 이용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총 15개소에 설치되어 연간 30만명이 이용하는
남양주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현황 (15개소)
합계 : 15개소
2008

2009

2010

2013

1개소

5개소

13개소

1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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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655th day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여성의 능력과 존엄성이
더욱 존중되는 도시,

차원 높은 여성복지서비스

여성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사회적 문제인 저 출산 문제, 맞벌이와 독신자 증가에 따른 가정문제 예방과 치유 기능을
갖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권익 신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적극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성·가정폭력을 예방하고자
여성복지 관련 상담시설 3개소 및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취약지 36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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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없는 도시,
청소년이 커가는 도시

건강한 청소년 문화 조성

학교 폭력, 소외 없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학교 폭력과 소외 없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권역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 지킴이 그린 폴리스 활성화,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심리상담 치료 및 사후관리
등 청소년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문화·예술체험 등 주말프로
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엘리트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하여 중국, 몽골, 베트남, 유럽
등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및 선진지 연수를 하고 국제자원 봉사단을 캄보디아에 파견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388 학습 멘토 지원단, 청소년 기자단, 청소년
축구대회, 나라 사랑캠프, 극기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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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792th day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승인

남양주 2020의 미래를
새롭게 확립하다!

남양주 2020 발표

살기 편한 도시,
살고 싶은 남양주

2020년 인구 100만의 웃음이 피어나는 남양주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명실상부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도시로 재탄생될 남양주의 미래가 보다 구체화하면서
차별화된 명품생태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로 새롭게 거듭나는 남양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개발의 지표를 제시하고, 급격한 도시성장 가속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2년 7월 2020년 계획인구 98만 8천명의 남양주 도시 기본계
획(재수립)을 승인받았으며, 상수원보호, 개발제한 구역 등의 각종 규제 때문에 지역개발
이 어려웠지만, 이제 남양주는 계획적이고 권역별 지역적 특성을 살려 균형 잡힌 도시
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서강대 21C형 글로벌 인재육성 융합단지와 양정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 대학, 주거단지, 상업시설을 연계하고 초·중·고·대학·사회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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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809th day
제26회 남양주다산문화제 개최

남양주만의 문화와
색깔이 담긴 문화의 장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축제 활성화

365일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체험의 장을 연중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강 야외 공연장에서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인형극, 재즈,
클래식, 7080 포크송, 발레 공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다산문화제와 광릉 숲 문화축제,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프린지 페스티벌
등은 시민들에게 365일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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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919th day
인구 60만 돌파!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우뚝 설 기반이 된

인구 60만 시대의 新 남양주
남양주시는 올해 초 인구60만을 돌파하며 대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 2020년에는 인구 100만의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남양주에서는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역량을 모아
협동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남양주의 꿈과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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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성장,
발전하는 남양주의 모습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축제 활성화

인구 증가 추이 (단위:명)
인구수

600,000

500,000

400,000

2006

연도별
구분
인구수
‘06년 대비

2007

2006.

2008

2007.

2009

2010

2008.

2009.

2011

2010.

2012

2011.

2013

2012.

2013.

463,687 492,347 505,867 525,211 564,141 578,485 599,539 608,670

-

증가율

6.2%

9.1%

13.3%

21.7%

24.8%

29.3%

31.3%

재정규모 증가 추이 (단위:억원)
본예산

8,000
7,000
6,000
5,000
4,000
2006

연도별
구분
본예산
‘06년 대비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201

4,717

6,111

6,922

7,455

7,617

8,292

8,751

-

12.3%

45.5%

64.8%

77.5%

81.3%

97.4%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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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922th day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 뜨란4호점 오픈

자립의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

장애인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 ‘뜨란 카페’를 확대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의료비 및 교육 지원 사업 등 누구
에게나 차별 없는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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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927th day
다문화카페 알이랑 개소

세계화 속에 열린
다문화 시대를 열어가는

안정적 다문화 사회 조성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희망 프로젝트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주를 돕고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과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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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남양주 행정서비스

(단위 : 건 / 백만원)

지난 3년의 수상성과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계

97

35

29

29

4

최우수

32

8

15

7

2

우

수

46

22

8

14

2

장

려

시상금

2010년
수상성과
35개 부문

19

5

6

8

-

7,442.8

1,654.5

2,065

3,723.3

-

2010 조기집행 6월말 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시군직장협의회 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제12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대상’

행정안전부

기업 섬김이 대상 ‘최우수’

행정안전부

전국청소년상담 기초자치단체 평가 ‘최우수’

가족여성부

자활사업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2010 경기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최우수’

경기도

제8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최우수’

경기도

200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2010 상반기 일자리정책 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2010 생생도시 우수기관 선정 ‘우수’

행정안전부

2010 전국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우수’

행정안전부

창의실용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우수’

행정안전부

2009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

국토해양부

2010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정책대상 ‘우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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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의 수상성과

2011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2011 경인히트상품 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최우수’
2011 국제비즈니스대상(IBA) ‘최우수’

2011년
수상성과
29개 부문

IBA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창출 ‘최우수’

행정안전부

2011 도시대상 ‘최우수’

국토해양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최우수’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시책평가 ‘최우수’

국토해양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평가 ‘최우수’
2011 평생학습도시선정 ‘최우수’
다산문화제 경기도 10대축제 선정 ‘최우수’

농촌진흥청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제8회 지역산업정책대상 ‘우수’

지식경제부

2010 보건복지정책대상(친서민정책분야) ‘우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하수도 서비스 평가 ‘우수’

환경부

2012 조기집행 추진 우수 기관 표창 ‘최우수’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
2012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공모 ‘최우수’
지능형 다기능 가변 안내 표지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시범도시(테스트베드) 사업유치 ‘최우수’
2013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최우수’
제10회 신품질상 서비스혁신부문 ‘최우수’
아름다운 자전거길 유지관리 평가 ‘우수’
2012 전국자원봉사 우수센터 선정 ‘우수’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평가 ‘우수’
2012 전국 노인자원봉사클럽 경진대회 ‘우수’
2012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우수’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우수단체 ‘우수’
광역BIS구축관련국고보조금지원 ‘우수’
2012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월간중앙
한국품질재단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한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공약 분야” ‘우수’
2012 농촌진흥청 사업평가 ‘장려’

실천본부
농촌진흥청

외국청소년 방한 활성화 ‘우수’
2013년
수상성과
4개 부문

경인일보

섬김이 대상 (기업애로해소 규제개혁) ‘최우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평가 ‘최우수’

2012년
수상성과
35개 부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
2013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제26회 셰계 금연의 날 우수기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대표
브랜드선정위원회
언론인연합
협의회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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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혼자라서 할 수 없는 일들, 모두 다 함께 라서 변화는 더 커집니다.
오늘을 사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어 가는 新성장동력으로 3대 브랜드사업을 펼쳐가고 있으며
‘슬로라이프, 남양주’실현을 통해 세계 속의 남양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도시, 남양주의 오늘에는 함께하려는 시민의 힘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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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구분

증감 현황
(2006. 7월 대비)

민선5기 3년

행정구역

>>

5읍·4면·7동 / 530개

면적

>>

458.06㎢

인구

>>

609,964명 / 226,394세대

146,277명↑ / 59,076세대↑

행정조직

>>

6국 2관 1센터 32과
1단 2직속 2사업소
시 1출장소 16개 읍면동
읍 1출장소

5국 1관 23과
2직속 5사업소
시 1출장소 15개 읍면동
읍 1출장소

종합행정타운

>>

7개소

6개소↑

공무원

>>

예산규모

>>

학교

>>

기업체

>>

주택

>>

도로

>>

29개 노선 340.7km

버스노선

>>

70개 노선 / 618대

정원

통·리

1,546명

(1인당 주민수 394명)

8,751억원
(재정자립도 40.8%)

202개교 95,372명
(유93, 초57, 중30, 고20, 대(원)2)

1동(별내동) 신설 / 9개

통·리↑

-

(금곡, 진건, 와부, 별내, 호평, 화도)

정원

197명↑ (14.6%)

4,086억원 (87.6%↑)
40개교↑ (24.7%)

1,908개 업체 / 18,029명

739개 업체↑ (63.2%)

(대기업1, 중기업26, 소기업1,881)

4,619명↑ (34.4%)

181,644호 (주택 보급율 99.7%)

주택

(아파트 129,624호)

(아파트 35,585호↑ 37.8%)

(포장율 93%)

46,224호↑ (34.1%)

37.9km↑ (12.5%)
15개 노선 161대↑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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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예산규모

8,751억원

일반회계 6,822억원(77.9%) / 특별회계 1,929억원(22.1%)
※ 재정자립도 : 40.8%

(세입 : 6,822억원)

보조금 2,366(36%)

(세출 : 6,822억원)

정책사업 5,406(79%)

지방세 2,212(32%)

행정운영경비 998(15%)

교부세 1,052(15%)

재무활동 418(6%)

재정보전금 619(9%)
세외수입 573(8%)

분야별 쓰임새

일반회계 6,822억원
일반공공행정

439(6.4%)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143(2.1%)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390(5.7%)

사회복지

보건

186(2.7%)

농림해양수산

248(3.6%)

75(1.1%)

수송 및 교통

746(10.9%)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300(4.4%)

예비비 및 기타

45(0.7%)
579(8.5%)
2,595(38.0%)

76(1.1%)

특별회계 1,929억원
상수도

661(34.2%)

수질개선

288(14.9%)

하수도

757(39.2%)

기차

2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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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남양주를 이끄는 新성장동력!

3대 브랜드 이야기

남양주에 사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와 내가 모여 우리라는 힘이 만들어 내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남양주의 경제문제와 환경문제를 전문가와
지역공동체의 주체인 우리가 함께풀어가면서 더욱 살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어가는 것
입니다. 2020년, 인구 100만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탄생을 예고하는 동시에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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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tory 1

내가 먹는 안전한 먹거리를 내가 가꾼다

유기농 텃밭 가꾸기
유기농 텃밭 가꾸기는 안전한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의 자체 생산 및 소비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성황리에 치르면서 명실상부한 유기농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
속에 유기농이 뿌리내리도록 ‘유기농 텃밭 가꾸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유기농업을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를 주며 시민이 정신적,
육체적, 욕구 충족을 이루는 상부상조의 정신 아래 공생·공존·공영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착안하여 생활공간과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시민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지 전수조사와 전문지도자교육,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
개인, 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형별로 주거지형, 농장형, 건물옥상형의
시민 텃밭을 유휴지 및 생활공간 등 자투리땅과 공간을 이용한 유기농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Brand Story 2

살고 싶은 마을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

마을 가꾸기 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은 살고 싶은 마을은 찾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나가는 지역 공동체 형성
프로 젝 트입니다. 남양주시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생도시 녹색시민운동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2011년 지식경제부
주관 제8회 지역산업정책 대상에서 우수상을,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도시대상 선도사례에서
국무총리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더불어 특색 있고 아름다운 마을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민, 기업체, 전문가, 대학(원)생 서포터즈,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Working Group 구성을 통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rand Story 3

우리 지역 상권은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는 상인과 시민이 만나 지역 상권을 함께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최근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법과 제도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문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시민과 상인,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에 의한 워킹그룹이 조성되어 지역 소비운동을
제안하고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의 아이디어와 힘이 소비자인 동시에 조력자인 시민과 만나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여러 방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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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름

슬로라이프 이야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패스트푸드는 일상이 되었고 우리의 먹거리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느림의 철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정된 국제 슬로시티 남양주는전통을 보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친환경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느리게 걷고 자연의 시간에 순응하며 자라는 먹거리들로 가득한 남양주만의
슬로라이프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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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Life Story 1

'느림의 미학'으로 슬로라이프 메카로 거듭나다

슬로라이프 도시 남양주
서울과 인접한 남양주는 수도권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 슬로시티입니다. 수려한 산과
물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으로 자연과 정주 공간, 농촌과 도시, 전통과 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의 메카로서 30년 농업발전을 이끌어왔으며 2007년 한국 슬로푸드 운동
의 발상지로 2010년 수도권 최초의 슬로시티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 발판과 위상을 마련했으며,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는 그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슬로푸드의 중심에 서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Slow Life Story 2

유기농으로 만드는 천 가지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유로, 빠른 생활이란 존재방식으로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2013년 10월 남양주에서는 느리지만 오래도록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깨끗
하고 공정한 슬로푸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2013. 10. 1 ~ 10. 6 개최되는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는 우리 고유의 우수한 슬로
푸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슬로푸드 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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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실현되는 남양주의 미래
그동안 우리는‘명품도시 남양주’를 위해 착실히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2020년 인구 100만의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남양주시는
시민참여행정을 성장동력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청정에코시티 건설,
사람중심의 복지문화 확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산업 육성 등을 보다
공고히 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시 보다 더욱 특별한 도시, 세계가 인정하는 슬로라이프 시티로의
희망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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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투명행정

명품도시
남양주

시민중심 투명행정

3·3·4 녹색도시

Key Word >>

사람중심 복지문화

미래지향 보육교육

활력있는 산업경제

우리의 힘은 어떠한 장벽도 넘어섭니다
남양주시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큰일을 해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지식이 모여, 시민의 참여가 모여 될 수 없으리라 믿었던 신념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시민
참여

명품
청사

민원
행정

안전
도시

교류
추진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진정한 시민참여로 남양주의 미래지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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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진정한 시민참여행정 실천

-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 (‘12년 106개 3,600명, ‘13년 100개 3,700명)
- 사이버기자단, 대학생 플래너즈, 카페 및 블로그 운영 등 온라인 시민참여 지속 운영
- 시민 인재 재능 풀(pool) 운영(새로운 오피니언리더 찾기)
- 전문가그룹(정책개발), 퇴직자그룹(정책 조언), 인맥그룹(시정지원), 프로보노 그룹 등
- 지역인재 활용방안(각종 행사, 국제슬로푸드 대회 등 다양한 관심 분야에 참여 유도)
- 지역공동체 형성과 창조·문화적인 마을 가꾸기 사업 확대 추진
2011년 33개 마을 ⇒ 2012년 30개 마을 ⇒ 2013년 32개 마을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

-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상인주도형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홍보
- 상가번영회 구성(2012년 15개소 ⇒ 2013년 20개소)
- 문화·예술을 접목한 소규모 상가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거리공연 동아리 연계)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시민편의중심 명품청사 조성 및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운영

- 지역 내 다양한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식하고 협동조합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리더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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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이후

CCTV 설치 운영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8272민원처리체계 확립 및
가족처럼 생각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능동적 시민 밀착형 고품격 8272 운영체계 확립(연중 수시·2개 권역)

국제도시와의 효율적인 교류추진

- 캄보디아 캄퐁참주,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독일 라이프치히 등 교류 확대

- 시민과 소통하는 8272민원시스템 기능 강화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8272 민원시스템 운영
- 읍·면·동별 순회 방문을 통한 민원상담 및 시책홍보를 하는 찾아가는 민원실 확대 운영

- 시민참여 워킹그룹의 참여로 이용자 중심의 신축적인 교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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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녹색도시

명품도시
남양주

시민중심 투명행정

3·3·4 녹색도시

Key Word >>

사람중심 복지문화

미래지향 보육교육

활력있는 산업경제

남양주의 삶은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행복한 삶이란 편리함과 안락함을 넘어 자연과 좀 더 가까운 생활,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될 수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도시
계획

대학
유치

녹색
성장

공원
조성

교통
안전

남양주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는 살기 편한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마음에 부유를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남양주를 위해,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를 위해 남양주의 모습은 오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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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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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녹색도시 ⇒ 3대 권역의 인구 100만 도시 조성
동부생활권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관광휴양중심
26만명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도시자립중심
34.8만명
진접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동), 퇴계원면

행정교육문화 중심
38만명
와부읍, 동지역

대학유치를 통한
명품 교육도시로의 부상

- 21C형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조성(2011.~2020.), 그 외 상명대, 경복대 유치추진

살기 편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정주의 꿈을 실현하는 주택사업 추진

- 보금자리 주택사업, 택지지구 개발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최소화

인구 100만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물 환경 정책 수립 및
건강한 수(水) 생태계 조성

- 전국 최초로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을 수립 마스터플랜에 따른 첫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성장 선도도시 기반 구축

- 녹색 도시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적응대책 실천계획 추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친환경 공원조성 및
도심 속 워터프런트 실현

- 특색있고 차별화된 중앙공원 조성 (지금동 황금산문화공원)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자원의 메카(Mecca) 조성

- 수동면 지둔리 산129번지 일원에 명품수목원 및 숲 속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녹색 철도망 확충으로
동북부 교통거점도시 발판 마련

- 경춘선 천마산역 신설, 별내역 환승센터 구축, 진접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시민 밀착형 교통편의 시스템 구축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신신호시스템, U-City 시범도시 구축, 첨단화 승강장 설치

철저한 관리, 고품질의 수돗물 제공

-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사업 상수도 보급률 증가 (96.4% ⇒ 96.5%)

‘왕숙천 프로젝트’ 사업 착수

-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2020년 온실가스 23% 감축)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권역별 그린베이스 도시공원 조성 (도농동 경관광장 등)
- 도심 속 워터프런트 실현 및 문화가 어우러진 놀이 공간 창출

- 별내면 덕송리 산2-8번지 일원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빙(Heal being)휴양림 조성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완벽한 하수관 구축을 위한
하수관거의 혁신적 정비

- 화도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인 묵현천, 월산천, 구운천 수계와 진건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인
왕숙천 수계 등 관내 차집관거, 간선 하수관거의 혁신적인 정비를 통하여 불명수를 차단하여
하수관거의 완전한 기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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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복지문화

명품도시
남양주

시민중심 투명행정

3·3·4 녹색도시

Key Word >>

사람중심 복지문화

미래지향 보육교육

활력있는 산업경제

나눔과 누림은 남양주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이 많다고 선진 복지라 할 수 없습니다.
나눔과 누림이 선순환되어야만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
케어

복지
시설

문화
공연

체육
시설

보건
의료

남양주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누구라도 누리고 누구라도 나누며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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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앞서 가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 희망케어, 전국의
새로운 복지모델로 확산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소외계층에게 보건, 복지, 자활 등 통합

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

--남양주시에서는

희망복지단 전달체계 개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과 관의 효율적

협치를 통해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성인주간보호센터를 갖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의료비 및 교육 지원 사업,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제도 확대

--장애인 이동 특별 교통수단 확충 : 심부름센터, 이동목욕 차량, 무료셔틀버스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로 고용 창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장애인 행복나들이” 추진,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재활 증진 도모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확충

- 「어르신해피누리타운」 노인복지관 권역별 확충 : 별내, 호평, 진접, 지금

시민이 하나가 되는
문화콘텐츠 개발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 공연,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365일 문화와
예술의 감동이 끊이지 않는 차별화된 문화 도시 구현

소규모 문화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공공·사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연 실시
--문화예술 Class(공감향상교실 및 무료합창교실) 운영
--시민 접근성이 우수한 다양한 문화공간 지속 발굴 및 수준 높은 문화 공연 지속 추진

걸어서 10분! 차별화된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체육문화센터 1개소 ⇒ 8개소 / 생활체육시설 63개소 ⇒ 73개소 확충(2012.12. 기준)

시민에게 활력을 주는
스포츠 천국 도시 조성

--스포츠 푸어(sports poor) 없는 건강한 남양주 조성
--세계 정상급 스포츠 스타와 엘리트 선수 육성
--테마가 있는 걷기 대회 개최 (다산길, 한강 걷기, 광릉 숲 힐링 걷기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 다양화에
따른 보건소 기능 강화

--권역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을 통한 기능 개편

출산장려 지원 사업 추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지속적인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증대를 위해 출산장려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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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보육교육

명품도시
남양주

시민중심 투명행정

3·3·4 녹색도시

Key Word >>

사람중심 복지문화

미래지향 보육교육

활력있는 산업경제

교육환경의 조성은 꿈과 희망을 키우는 길입니다
남녀노소 소외계층 없이 누구라도 배움의 기회를 넓혀가는 일, 남양주에서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평생
학습

학습 명품 보육
등대 도서관 시설

감성
시설

어린이들의 안전과 부모님의 안심을 위한 보육시설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고 어디서라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남양주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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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의 원동력!
평생학습망 구축

- 2020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 민·관·산·학·군 등 평생학습망 구축으로 평생학습 시너지 창출, 지역별 평생학습 축제 개최
- 지역인재 육성(고대명품, 평생학습매니저, 전래놀이지도자, 주민자치 아카데미
-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성인 문자 해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 학습권 보장!
『1·2·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1·2·3 평생학습 인프라란?
시민 누구나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10분 내 학습등대, 20분 내 주민자치센터, 30분 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보편적 학습권 보장

평생학습도시 특화브랜드
"학습등대"

10분 이내 거리에서 모든 시민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습등대
확대 운영(소외지역 및 부족지역 우선 지원 2013년 총 60개소)
구 분

테마가 있는 명품 도서관 조성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학습등대

60개

신규 10개소

신규 28개소

신규 22개소

프로그램

658개

61개

227개

370개

학습인원

9,299명

835명

3,464명

5,000명

--OECD 선진국 수준의 인구 5만명당 1개 도서관 확충을 목표로 와부, 별내, 퇴계원, 평내,
오남 도서관 5개소 추가 설치

--2013년

이후 진접(장현, 금곡) 도서관, 별내 중앙도서관(별내 택지지구), 남양주 중

앙도서관(지금 보금자리지구) 등 4개 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총 12개의 미래
형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권역별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지식정보문화 공간 제공 및 전
통문화 가치 창출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활성화

--누구나

편하고 쉽게 양질의 도서와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에

작은도서관 89개를 개관하였고, 2017년까지 100개관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민 지식
정보 습득 향상 및 문화 욕구 충족기회 제공

꿈과 희망을 키우는 보육품질
& 인프라 확충

--어린이에게는 '행복 보육', 엄마에게는 '안심 보육',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자긍심 보육'을

- 어린이 비전센터 권역별 건립

육성을 위한 어린이 비전센터 건립 등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속 추진

실천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으며, 건전한 미래 인재

04. 준비된 행복한 미래 Preparation for a bette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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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산업경제

명품도시
남양주

시민중심 투명행정

3·3·4 녹색도시

Key Word >>

사람중심 복지문화

미래지향 보육교육

활력있는 산업경제

신바람 남양주 경제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지역 경제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야 활기 넘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에 윤활유를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는

일자리 지역
창출 경제

산업
단지

유기
농업

슬로
푸드

기쁨을 주며 작지만 강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로 남양주의 경제는 희망이 두 배로 커져가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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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기쁨, 일자리 1만 개
만들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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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0년

2월 일자리센터를 개소하여 기존 노인·여성·장애인·청년 등 계층별,
분야별로 분화된 지원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2 013년에는

일자리센터의 허브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상용직 일자리 4,250개를

창출하고,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남양주시민 50% 이상 고용 추진을 의무화를 지속
추진하여 연간 2만 명의 고용 효과 달성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 및 목표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목 표

16,566

3,657

3,059

3,295

3,325

3,230

실 적

12,905

3,848

4,277

4,780

5,755

-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업단지 조성

--팔야 일반산업단지, 진관 일반 산업단지, 진접 금곡 일반 산업단지, 중소유통 물류센터

경쟁력 있고
탄탄한 중소기업 유치

--슬로라이프(유기농)

건립

연관업종, 기술집약 부품·소재 산업, 지식서비스기반 산업, 섬유

산업 (경기북부 특화산업 활성화 업종)의 유치를 목표로 추진

--융복합산업

협동화 추진, 팔야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홍보역량 집중, 유치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소비자 요구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지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도 시행 등 친환경
농업 육성

농업농촌의 새로운 꿈과 희망
‘강소농(强小農)’ 육성

--2015년까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1,000농가(전 농가의 20%) 육성 목표로 추진
--FTA 등 시장개방과 이상기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열악한 농촌경영개선과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력 양성으로 농
업경영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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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O Gusto(아시오 구스토)

남양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오구스토(AsiO Gusto)’는

세계 3대 슬로푸드 국제대회가
남양주에서 개최합니다

프랑스 뚜르시에서 개최되는 ‘유로구스토(Euro Gusto)’와 더불어

이탈리아 토리노시에서 열리는 ‘살로네델구스토(Salonedel Gusto)’,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세계 3대 슬로푸드 국제대회입니다.
‘2013 아시오 구스토(AsiO Gusto)’는

AsiO Gusto (아시오 구스토)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줄임말 아시오

좋은 먹거리와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신나는 축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나눔의 축제’,
음식과 문화가 융합된 오래된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맛의 향연’입니다.

+
‘맛을 즐기다’의 구스토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맛있고, 즐겁고, 다양하고, 풍성한 1,000가지 맛의 세계!
2013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남양주에서 만나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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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 추진목적
- 소비자가 원하는 한국 농업경쟁력 확보 및 식품산업의 융․복합 브랜드 가치 창출
- 슬로푸드를 통한 국민 식생활습관 개선 및 대국민 건강 식생활교육 제고
- 아시아·오세아니아 유기농, 친환경 식품산업 국제마켓 형성과 국가적 위상 제고
+ 추진개요
- 주 제 : ‘슬로푸드, 맛으로 바꾸는 세상’
- 슬로건 : ‘생산은 유기농, 밥상은 슬로푸드‘
- 기 간 : 2013. 10. 1 ~ 10. 6 (6일간)
- 행사장 :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전시, 체험) /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콘퍼런스)
- 참 가 : 아시아·오세아니아 62개국 중 40여 개국의 농·축산업 관계자, 학자, 요리사 등
- 관람객 : 약30만명
- 주 최 : 남양주시, (사)슬로푸드문화원, 슬로푸드국제본부
- 주 관 : (사)남양주슬로푸드국제대회조직위원회
- 후 원 :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 특성 및 의의
- 전 세계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음식축제
-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푸드 국제대회
- 30억 아시아·오세아니아인의 맛과 문화, 먹거리 축제
- 농업에서 식품, 환경, 교육, 건강 등 음식산업 가치창출
- 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고양과 확산
- 농업을 살리는 지역먹거리 확산과 전통음식 계승발전
- 아시아·오세아니아 친환경 유기농 및 농산업 발전에 기여

우리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주었던 성과와 변화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남양주는 일구어야 할 일들,
성장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 남양주 그 숨겨진 힘이 실현되는 것은 남양주 시민의
땀과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남양주’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시민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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