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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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YANGJU VISION & PROJECT
사람이 희망입니다

Contents
04.....01. 프롤로그
14.....02. 민선5기 약속 & 희망
+ 시정 철학 / 신년사
+ 시정 비전과 방향
+ 시정중점 100대 과제
+ 3대 브랜드 / 3대 시민운동
26.....03. 가치와 특권
+ 친환경 특구
+ 슬로라이프의 메카
+ 문화와 예술의 도시
+ Photo Essay (포토 에세이)
- 남양주의 사계, 자연, 축제
그리고 내일의 희망
40.....04. 남양주의 오늘
+ 지역특성
+ 일반현황
+ 재정현황
46.....05. Review 2012
+ 한눈에 보는 시정성과
+ 수상성과
56.....06. 2013 남양주
+ 세부 실천계획
114.....07. 2013 슬로푸드 국제대회

새롭고 더 힘찬! 2013년
시민 참여와 창의적 인재를 통한 협동과 융합으로
시민을 위한 창조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남양주시 1,500여 공직자 일동

프롤로그 > > ●● 사람 / 人 / Human City

Hum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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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01 >

사람 / 人 / Human City

사람이 미래입니다
남양주시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사람’
입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도시 그래서 남양주는 혁신적이며 도전적인 인재와 함께
시민참여행정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척하는 미래 바로, 남양주가 그리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미래입니다.

프롤로그 > > ●● 협동 / 協同 / Cooperative City

Cooperativ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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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02 >

협동 / 協同 / Cooperative City

남양주 60만
시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나는 나’
라는 생각을 넘어‘나와 너’라는 의미를 되새길 때입니다.
시민의 생활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창의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인재들로 넘치는 지금,
남양주는 관내 시민의 힘을 모아 더욱 견실한
시정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참여의 열정과 의지를 모아 협동하는 남양주 시정 이제 남양주에 거주하는 60만 시민 모두가 남양주의 주인이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프롤로그 > > ●● 융합 / 融合 / Fusion City

Prologue 03 >

융합 / 融合 / Fusion City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
길이 됩니다
시민 참여의 열망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민과 관’이 모이고 여러 분야의 시민 생각이 모여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힘이 됩니다.
‘인구 백만의 대도시, 남양주시대’를 대비하고
현명한 시정을 만들어가는 길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융합’해 나아갈 때
지역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C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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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ve City

프롤로그 > > ●● 창조 / 創造 / Creative City

Prologue 04 >

창조 / 創造 / Creative City

남양주만의 색을 담습니다
남양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자연과 도시, 이 모든 것들을 담아
‘남양주만의 것’으로 가꾸고 창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모여 전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차별화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남양주의 목표입니다.
지금 남양주 시정과 시민의 역할은
미래지향적 조직으로서의 유연성을 갖고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만한‘창조시정’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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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City

프롤로그 > > ●●가치 / 價値 / Valuable City

Valuable
City

2013 NAMYANGJU | 희망가득, 2013 남양주 시정계획

Prologue 05 >

가치 / 價値 / Valuable City

‘남양주’
라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빨리 빨리를 외칠 때, 남양주는 자연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슬로푸드와 슬로라이프를 즐기며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시간에
더 많은 생활을 할애합니다.
이웃과의 소통 부재가 심각한 현시대에 시민이 직접
소외계층을 돌보고 도와줄 줄 아는
따스한 지역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양주만의‘행복가치’입니다.

02. 민선5기 약속 & 희망 > > ●● 시정철학

시민의 행복과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 남양주시의 특별한 2013년 희망약속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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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희/망/약/속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남양주는‘창의적 인재·융합시정’
이란 시정키워드로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행정을 정착시켰습니다.
2013년 남양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협동·융합 & 창조시정’
이란
새로운 시정키워드로 또다시 남양주의 혁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래예측이 가능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내일의 변화도 예측할 수 없는
현대 창조사회에서 남양주시가 지속 성장하는 길은
바로,‘사람’
에게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가 융합 Fusion하여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창조 Creation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고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 Collaboration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가치 Value 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희망을 찾아내는 남양주 2013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시민과 함께하며 뜨거운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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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선5기 약속 & 희망 > > ●● 2013년 신년사

존경하는 60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민선 5기 시작과 더불어‘시민참여행정’
을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선정하고 추진하여 다양한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했으며, 이러한 시민참여는 시정의 핵심 가치로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함께하여 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급변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시민의 역할이 가중되는 협동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우리 1,500여 공직자는 시민의 시정참여 열망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시민이 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며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융합하여 미래지향적 조직으로서의 유연성을 갖고
창조적 시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남양주의 현재이자 선물입니다.

2013. 1. 1. 이석우 남양주시장 신년사 중에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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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선5기 약속 & 희망 > > ●● 시정 비전과 방향

남양주의 꿈이 펼쳐진다
도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남양주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감을 이루고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남양주 시민의 삶이
이제 경기 동북부 최고의 생활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느끼며 풍성한 혜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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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비전과 방향

명품도시 남양주 더 새롭게 힘차게!
시정방침			

주요시책

시민중심 투명행정		
			

시민참여 투명행정
행정서비스 확대

3^3^4 녹색도시 		
			
			

중심도시 건설
선진교통 인프라 및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쾌적한 녹색명품 도시

사람중심 복지문화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미래지향 보육교육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보육천국
인재양성 교육콘텐츠 확충

활력있는 산업경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

02. 민선5기 약속 & 희망 > > ●● 시정중점 100대 과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위한

남양주의 100가지 약속
시민참여 투명행정		
시민중심
						
		
투명행정
						
						
			
			
행정서비스 확대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위한 청렴시스템 구축
시민과 기관협력 행정개념의 거버넌스 제도 추진
공공디자인사업 Working Group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

중심도시 건설		
3·3·4 		
						
녹색도시
						
						
						

보금자리주택 지속적 추진
택지개발사업(진접, 별내, 지금) 지속적 추진
뉴타운사업(덕소, 퇴계원, 지금, 도농) 단계별 추진
그린벨트 해제로 역세권 도시계획 수립
군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개발

			
선진교통 인프라구축
			
및 사통팔달 도로망구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추진
경춘선 복선전철화 조기 개통
경춘선 묵현역(가칭) 신설
진접 4호선(당고개~진접택지) 연장추진
별내 8호선(암사~별내) 연장추진
(구)국도46호선 도로확장 추진
지방도 387호선(창현~차산, 마석우리~너구내) 확장
국도47호선 도로확장 추진
장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경춘고속도로 등 민자고속화도로 요금체계 합리화
민간투자사업 도로(덕송~내각)건설
국지도(86호선,98호선) 개설공사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
덕송~상계 도로개설 공사
신내~퇴계원간 도로개설 공사
수석~호평간 민간투자사업 도로
버스정보시스템(첨단화승강장) 확대구축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을 통한 교통체계 첨단화
편리한 신신호시스템 구축

			
쾌적한 녹색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
왕숙천 네트워크 운용 및 모니터링사업 실시
빗물이용시설 등 물 순환 시스템 기반시설 추진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유지용수 확보 등 재이용 적극추진
권역별 테마공원 조성
친환경 한강시민공원 및 왕숙천 등 시민공원조성
황금산 시민공원 추진
오남저수지 일원에 생태호수공원 확대 추진
미니워터파크 조성
명품수목원 조성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
금곡동 홍릉천 정비사업 추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자전거 도로 확충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을 통한 생태도시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내 전 지역 수돗물 공급 확대

20

8272 민원처리 지속추진
민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등 전자시정체계 구축
명품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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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중심		
		
보건복지 서비스		
복지문화
						

>>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틀니 단계적 확대 제공
사회적 약자에게 연5회 이상 문화 공연 등 무료관람 실시
노인복지회관 권역별 확충
희망케어센터 운영 확대
다문화 가족지원시스템 구축
노인건강학교 운영
사계절 친환경 방역시스템 운영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이동편의 등)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테마가 있는 명품도서관 지역별 건립 추진
문화예술회관 건립
작은 문화공연장 지속적 추진
영상문화단지(Dream valley)조성
체육문화센터 권역별 확충
사회인동호회(생활체육) 지원체제 구축
테마가 있는 지역축제 운영(씨티투어 포함)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운영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
몽골문화촌 주변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다산길 코스 개발

여성과 아동이		
미래지향 		
		
살기 좋은 보육천국
보육교육
						
						
						
						
						

보육천국을 위한 어린이비전센터 권역별 확충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B형간염 접종 등 필수 예방접종 8가지 무료화
남성육아휴직 권장 기업 인센티브 제공 육아부담 경감
여성비전센터 건립
대학과 연계한 명품 아카데미 운영 여성인재 양성
범죄예방 CCTV 설치 / 친환경 안전먹거리 공급

			
인재양성 		
			
육콘텐츠 확충		
						
						
						
						
						
						
						

학교교육 예산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무상급식 단계별 확대
중^고등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맞춤형 장학제도 지속추진 지역인재 육성
글로벌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제교류프로그램 확대실시
공공시설 실내공기 오염물질 정기적 검사 실시
명문대학교 캠퍼스 유치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특수목적고 유치(기숙, 자율형, 마이스터고 등)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건립

일자리 창출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산업경제
						
						
						
						
						
						

1만개 일자리 만들기 사업추진 / 기업지원센터 적극 추진		
글로벌 융합벤처연구대학 조성추진 등 기업에 효율적 지원
팔야, 진관, 진벌 등 준산업단지 및 미니공단 조성
지원시스템, 수출, 박람회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여성인력수요 DB 및 직업정보구축 여성 사회진출 기회확대
여성 친화적 업체 발굴 및 인센티브제공으로 취업률향상기여
실버 취업단 구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 개발

			
친환경 유기농활성화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한 그린웰빌시티 해외시장 개척추진
슬로푸드 기반 조성 / 2011 세계유기농대회 박물관^센터 건립
친환경 명품농업 달성 / 녹색성장 선도 농업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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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선5기 약속 & 희망 > > ●● 3대 브랜드

+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위한 3대 명품 브랜드

희망을 나누는 일에 늘 함께 했습니다
나누는 기쁨, 돌보는 행복!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전화 한 통으로 받는 고품격 민원 행정서비스...
더 큰 희망과 힘을 더하는 특화된 중소기업지원서비스...
남양주의 대표적인 3대 브랜드 사업!
새로운 희망이 되어, 발전과 성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하나,
소외계층의 사랑 체감온도는 해마다 상승합니다

희망케어센터
남양주시에서는 나누는 기쁨, 돌보는 행복!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 정책은 큰 틀에 따라 지원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였으나,
‘희망케어센터’는 기존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의료지원이나 복지상담, 생활지원 등의 복지정책이 아닌 전국 최초로
보건과 복지가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One-Stop(원-스톱)으로 제공
하는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하는‘희망케어센터’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남양주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센터

서부센터

남부센터

북부센터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진건, 퇴계원, 지금, 도농

와부, 조안, 금곡, 양정

진접, 오남, 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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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생활민원 OK!

8272 민원센터
8272 민원서비스는 모든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남양주만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입니다.
8272민원센터는 시민 누구나가 쉽고 간편하게 전화 한 통이면 모든 민원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드리며, 생활불
편사항은 30분 이내 현장출동 3시간 내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민원상담 및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무료수신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함으로써 365일 24시
간 민원접수와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셋,
기업에는 희망을, 기업인에게는 힘을 드립니다.

기업지원센터
기업에 희망을 드리는 기업지원센터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7년 기업지원센터 개소 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10년에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대통령 표창(섬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처리와 기업 사랑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각종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 기업 애로 ZERO!(적극적인 기업애로 발굴, 맞춤형 애로처리, 기업환경개선사업)
- 한걸음에 천 리 가듯 빠른 공장 민원 처리·공장 설립·등록 대행 One-Stop(원-스톱) 처리
- 비타민 같은 기업지원시책 추진(기업경쟁력 강화, 기업 인적역량 구축, 국외마케팅 지원)
-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지속적 조성 추진
- 지역경제를 선도할 중기업 및 강소기업 유치(찾아가는 기업유치 및 맞춤형 미니공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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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선5기 약속 & 희망 > > ●● 3대 시민운동

+ 新 성장 동력 3대 시민운동

시민이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시민의 폭넓은 참여가 2020년 인구 100만의 친환경 생태도시의 토대가 됩니다.
경제문제, 환경문제를 전문가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면서
살기 좋은 남양주,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 하나,
내가 먹을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1가구 1텃밭 가꾸기 시민운동

유기농 텃밭 가꾸기
유기농 텃밭 가꾸기는 안전한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의 자체 생산 및 소비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를 성황리에 치르면서 명실상부한 유기농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으며 남양주시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유기농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유기농 텃밭 가꾸기’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그 취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역농산물 소비 운동 기반이 마련돼 장기적으로
지역 농가들이 FTA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할 힘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기농 텃밭 가꾸기는 도시민들이 유기농업을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이 정신적,
육체적, 욕구 충족을 이루는 상부상조의 정신 아래 공생·공존·공영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착안하여, 생활공간과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농 텃밭 가꾸기’ 운동으로 전개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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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3 NAMYANGJU | 희망가득, 2013 남양주 시정계획

시민운동 둘,
전문가와 지역공동체가 특화된 마을을 직접 조성한다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은 살고 싶은 마을은 찾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나가는 지역 공동체 형성 프로젝트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생도시 녹색시민운동 시상에서 최우수
상을 2011년 지식경제부 주관 제8회 지역산업정책 대상에서 우수상을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도시대상 선도
사례에서 국무총리상을 각각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
하였고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더불어 특색 있고 아름다운 마을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마을가꾸기 사업은 주민, 기업체, 전문가, 대학생 서포터즈,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Working Group 구성을
통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셋,
우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은 우리가 지킨다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는 상인들과 시민이 만나 지역 상권을 함께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제한,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법과 제도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런 문제를 지역문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시민과 상인,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지역의 상권을 경쟁력
있게 변화시키고 활성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에 의한 워킹그룹은 지역 소비운동을 제안하고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의 아이디어와 힘이 소비자인 동시에 조력자인 시민과 만나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 지역 경제 활성
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여러 방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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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치와 특권 > > ●● 친환경 특구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남양주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먼 곳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철길을 따라, 강길을 따라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 여행을 하고 숲이 주는 지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작은 벌레들의 이야기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자연의 공간이 허락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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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치와 특권 > > ●● 슬로라이프의 메카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그렇게… 그렇게 남양주를 느껴보세요

슬로라이프의 메카 남양주
바쁜 세상 속에서 천천히 살아 보세요
치열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와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기다림은 길어도 자연의 영양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 우리의 음식,
생김새는 못난이어도 본연의 맛을 내는 유기농산물들,
전통의 방식대로 살면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삶을
남양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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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치와 특권 > > ●● 문화와 예술의 도시

365일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생활이 곧 문화이자 예술임이 느껴집니다
남양주에서는 문화와 예술이 공기와도 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관, 박물관, 식물원들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공연과 축제가 펼쳐집니다.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를 통해서 선현의 발자취를 느끼고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믿을 수 없게 가까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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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치와 특권 > > ●● Photo Essay / 남양주의 사계

四季

계절마다 감동이 다르다
축령산의 철쭉에서 봄의 기운을 가득 느끼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며
가을 산이 주는 아름다운 단풍, 소리 없이 내린 눈이 쌓인 고즈넉한 유적지 남양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절마다 특별한 감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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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치와 특권 > > ●● Photo Essay / 남양주의 자연

自然

가슴 벅찬 풍광을 품다
높고 낮은 산이 남양주 전체를 병풍처럼 휘두르고 있고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강물과 강물, 이름 모를 들꽃이 흐드러진 곳 남양주의 자연은 도심에서 볼 수 없는 가슴 벅찬 감동을 자아냅니다.
고향처럼 푸근한 대자연 속을 거닐면 시름을 잊고 힐링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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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치와 특권 > > ●● Photo Essay / 남양주의 축제

祝祭

시민이 하나가 되다

문화와 예술이 조화된 축제부터 남양주를 대표하는 축제까지 남양주에서 펼쳐지는 시민참여 축제는 다채롭습니다.
보고 즐기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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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치와 특권 > > ●● Photo Essay / 남양주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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希望

사람이 희망이다
이웃과 이웃끼리 정을 나누려는 시민의 마음에서 희망을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의지가 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과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희망이 있기에 건강한 남양주, 사람이 있기에 힘 있는 남양주가 되고 있습니다.

04. 남양주의 오늘 > > ●● 지역 특성

남양주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청정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활 정주시설 속에서
쾌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양주의 시민 남양주의 행복지향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도시를 모방하는 무분별한 발전이 아닌 남양주의 가치를 살려
특색 있는 남양주, 차별화된 남양주를 구축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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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녹색자연, 아름다운 문화 환경에서
행복을 키우는 남양주

>

Location

>> 수도권 동북부에 자리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Function

>> 동북부지역의 거점도시이자 남북한 연계관광의
중간 거점 도시

Structure

>> 도시지역의 산재로 다핵 공간구조의 도시

History

>>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와 학문적 뿌리를 둔 역사 도시

Culture

>> 실학 답사, 역사탐방, 레저문화, 슬로시티, 유기농업 및
슬로푸드를 체험할 수 있는 슬로라이프의 도시

Environment >>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지닌 청정 환경의 녹색 도시

04. 남양주의 오늘 > > ●● 일반 현황

일반 현황 >> 희망 가득한 남양주, 날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인

구

>>
		
		

+ 223,686세대 / 601,607명(남 301,347명, 여 300,260명)
※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11위(경기도 8위)
※ 2013. 1. 7. 인구 60만 돌파

면

적

>>
		
		

+ 458.05㎢ - 경기도의 4.5% (서울시 면적의 3/4 크기)
※ 개발제한구역 181.96㎢(39.7%),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94.9㎢(42.3%)
※ 상수원보호구역 42.38㎢(9.2%), 군사시설보호구역 43.4㎢(9.5%)

행정구역

>>

+ 5읍(1출장소) 4면 7동 530개 통리 4,701개반

행정조직

>>
		

+ 6국 2관 1센터 34과 1단 2직속 2사업소 1시 출장소
16읍면동 1읍 출장소 1의회
※공무원 1,546명(정원)×1인당 주민수 : 390명

재정규모

>>
		

+ 8,751억원(일반회계 6,822억원 / 특별회계 1,929억원)
※ 재정자립도 40.8%

학

교

>>
		
		

+ 108개교
※초등학교 57, 중학교 30, 고등학교 18
※대학교 1, 대학원 1, 특수학교 1(경은학교)

기업체

>>
		

+ 1,875개 업체 (17,866명)
※ 대기업 1개 업체, 중기업 27개 업체, 소기업 1,847개 업체

주

택

>>
		

+ 181,644호 (보급률 99.7%)
※아파트 129,624호(71%), 단독 25,806호(14%), 연립 등 기타 26,214호(15%)

도

로

>>
		

+ 340.7km (29개 노선 / 포장율 93%)
※ 고속도로 22.4km, 일반국도 93km, 국지도 63.2km, 지방도 59.1km
시도 16.7km, 시의군도 86.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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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 우리가 사는 남양주,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민선 4기 출범)

구 분

2013. 1월
(민선 5기 3년)

증감

5읍·4면·6동 / 454개 통·리

행정구역

5읍·4면·7동 / 530개 통·리

1동(별내동)↑
76개 통·리

601,607명 / 223,686세대

137,920명↑
56,668세대

8,751억원

4,086억원↑

463,687명 / 167,018세대

4,665억원

인

구

재정규모

162개교 84,694명
(유80,초47,중22,고11,대(원)2)

학

교

201개교 94,811명
(유93,초57,중30,고19,대(원)2)

39개교↑
10,117명

1,168개 업체 / 13,410명
(대기업1,중기업21,소기업1,146)

기업체

1,875개 업체 / 17,868명
(대기업1,중기업27,소기업1,847)

707개 업체↑
4,458명

135,420호
(주택보급율 113%)
(아파트 94,039호)

주

택

181,644호
(주택보급율 99.7%)
(아파트 129,624호)

주택 46,224호↑
(아파트 35,585호)

29개 노선 302.8km
(포장율 84%)

도

로

29개 노선 340.7km
(포장율 93%)

37.9km↑

149,072대

자동차

200,756대

51,684대↑

3개관
(장서 207,735권)

도서관

7개관
(장서 765,212권)
(작은도서관 9개관)

4개관↑
(장서 557,477권)
(작은도서관 9개관)

408개소

복지시설

622개소

214개소↑

391개소

병의원

522개소

131개소↑

42개소
527,232㎡

도시공원

91개소
3,400,406㎡

49개소↑
2,873,174㎡

62개소
(체육문화센터 1)

체육시설

71개소
(체육문화센터 4)

9개소↑
(체육문화센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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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남양주의 오늘 > > ●● 재정 현황

재정 현황 >> 남양주의 살림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 8,751억 원 (재정자립도 40.8%)

6,822억 원 (77.9%)

일반회계

(세입 6,822억 원)

36%

지방세 2,212(32%)
보조금 2,386(36%)

총
6,822

32%

교부세 1,052(15%)

9%

재정보전금 619(9%)
15%

세외수입 573(8%)

8%

1,929억 원 (22.1%)

특별회계

15%

6%

(세출 6,822억 원)
총
6,822

정책사업 5,406(79%)
행정운영경비 998(15%)
재무활동 418(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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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쓰임새 >>

우리가 사는 남양주,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1,298 (14.8%)

공공질서 및 안전 46 (0.5%)
사회복지 2,595 (29.7%)

산업 및 중소기업 75 (0.9%)
교육 143 (1.6%)
보건 186 (2.1%)
농림 및 해양수산 249 (2.8%)
수질개선 288 (3.3%)
국토 및 지역개발 299 (3.4%)
환경보호 390 (4.5%)

하수도 757 (8.7%)

일반공공행정 439 (5%)
수송 및 교통 746 (8.7%)

문화 및 관광 579 (7.6%)
상수도 661 (7.6%)

분야별

2012년

2013

합 계

8,292억 원

8,751억 원

● 사회복지

증감(율)
459억 원

5.25%

2,100

25.3%

2,595

29.7%

495

23.5%

● 하수도

683

8.2%

757

8.7%

74

10.8%

● 수송 및 교통

893

10.8%

746

8.5%

147

-16.4%

● 상수도

745

9.0%

661

7.6%

-84

-11.2%

● 문화 및 관광

549

6.6%

579

6.6%

30

5.4%

● 일반공공행정

503

6.1%

439

5.0%

-64

-12.7%

● 환경보호

347

4.2%

390

4.5%

43

-12.4%

● 국토 및 지역개발

342

4.1%

299

3.4%

-43

-12.6%

● 수질개선

267

3.2%

288

3.3%

21

7.9%

● 농림 및 해양수산

264

3.2%

249

2.8%

-15

-5.7%

● 보건

147

1.8%

186

2.1%

39

26.5%

● 교육

112

1.4%

143

1.6%

31

27.7%

● 산업 및 중소기업

56

0.7%

75

0.9%

19

33.9%

● 공공질서 및 안전

37

0.4%

46

0.5%

9

24.3%

1,247

15.0%

1,298

14.8

51

4.1%

● 예비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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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남양주 되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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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한 해 였습니다
2012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서민 생활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남양주시는‘창의적인 인재·융합시정’
기치 아래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시민참여행정에 새로운
모델이 되었고 각종 시정평가에서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했던 2012년 2012년을 기반으로 더 큰 성과의 2013년이 될 것입니다.

05. Review 2012 > > ●● 한눈에 보는 시정성과

사람을 위한 혁신, 사람을 위한 시정활동

쉼 없는 노력이 수많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1월 JANUARY
복지모델은 남양주시가 ‘모범’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를
독자적이고 선도적으로 개편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방문 (1.26)
이 대통령은 복지모델은 남양주시가 ‘모범’이라고
평가하고 희망케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시

+ 별내동 주민센터 개청 / 별내택지지구 아파트 단지 입주 (1. 27)
+ 한국형 바이오가스 및 활용기술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협약 체결
+ ‘남양주 슬로시티길’ 행안부 주관 친환경 생활공간 녹색길 선정
+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

2월 FEBRUARY
준고속열차 경춘선 ITX-청춘 개통
청량리~춘천 59분

2020년 도시기본 계획 일부 변경(안) 승인
양정역세권 시가화 예정 용지 3.166㎢
서강대학교 입지확보 반영

+ 2012년 제1차 고용전략 보고회 개최 (4천 7백여개 상용직 일자리 창출 목표)
+ 친환경 안심도시 매뉴얼 구축(각종 인허가 및 공공건설 공사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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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MARCH
숲속의 목재문화체험관 조성
2013년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시행
기관으로 선정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2억원의 예산을
투입, 수동면 지둔리에 조성중인 수목원부지
내 목재문화체험관 조성

+ 1억원 이상 관급공사, 지역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
- 일자리 연간 2만개 / 주민소득 연간 15억원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분관 ‘행복공간’ 개관 / 남양주시 모바일 홈페이지(m.nyj.go.kr) 구축
+ 서로 좋은 가게, 푸드마켓,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화도분소 개소
+ 버스정보시스템 55개소 구축 / 첨단화 승강장(80개소) 수익성 광고 유치 사업 추진

4월 APRIL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창립 5주년
생애주기별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케어
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희망복지지원단’의 모델로 선정
◦ 희망케어, UN공공행정상 본선 진출

+ 착한 ‘소비’ 착한 ‘나눔’, 남양주점프벼룩시장 개장(4월~10월 매주1회 토요일 개장)
+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착공 / 전국 최초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기본 계획 수립
+ 2012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 인도시장 개척단 운영
+ 지방재정 조기집행 중간 평가 ‘최우수’(행정안전부) / 남양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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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MAY
유기농 시범단지 개장
와부읍 도곡리에 자리를 잡은 유기농 시범
단지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조안면 송촌리
북한강 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농민들을
위하여 기존 농지(팔당)에서 유기농 흙 9천
톤을 가져와 농토를 다지고 기반시설·대체
농지 조성
◦ 유기농 시범단지 면적 18만㎡
◦ 25농가, 비닐하우스 73동, 공동집하장

+ 남양주-구리 광역 환경에너지센터 건설 추진
-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1천533억원 규모의 광역 환경에너지센터 건설 추진
+ 남양주 2년 연속 U-City 시범도시 선정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인터넷 복지전광판 서비스 시뮬레이션 오픈
- 복지서비스 시뮬레이션 특허출원 / 희망케어시스템, 신품질혁신 대상 수상

6월 JUNE
문화와 공연이 함께하는 물놀이장 개장
2012. 6. 1 ~ 8. 31, 관내 13개소

+ 매니페스토 2년 연속 수상 2012년 일자리 분야 우수
+ 제7회 광릉 숲 문화축제 개최
+ 희망케어센터, Clean Home 사업 기관 선정
+ 국도47호선 퇴계원IC·국도46호선 먹골IC 조기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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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JULY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최종 의결
2020년 남양주 도기기본계획(안)이 애초 66만
2천명 이었던 계획인구가 32만 6천명이 증가한
98만 8천명으로 의결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
계획 최종 승인으로 남양주시가 2020년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독자 개발, 복지전광판 서비스 시뮬레이션 특허 출원
+ 제17회 여성주간기념행사 개최 / 2012년 남양주시 청소년 국제하계캠프 개최

8월 AUGUST
제30회 런던올림픽 유도 금메달 획득
송대남 선수(남양주시 직장운동부 소속)

+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착공
+ 국지도 98호선 내곡대교~연평교차로 구간 조기 개통
+ 2012년 상반기 친환경 개발 매뉴얼 운영결과 보고회 개최
+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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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SETEMBER
2012 슬로푸드 대회 개최
유기농테마파크에서 3일간 개최된 ‘2012 슬로
푸드대회’가 성황리에 개최
‘그곳에 가면 슬로푸드가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

+ 다문화 커뮤니티 카페 ‘알이랑’ 개소
+ 그물망식 방범용 CCTV 74개소 설치 완료

10월 OCTOBER
슬로푸드 국제대회 유치 확정
국제슬로푸드본부가 신설한 아시아·오세
아니아지역 대회 개최지로 확정
2013년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통해 371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1,066억원의 국가
경제 파급효과, 2,500억원의 국가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퇴계원 도서관 개관
+ 진접선 건설 국가 시행 사업 최종 확정
- 국비 부담 60% ⇒ 75%로 상향 / 지방비 1,363억원 절감
+ 진접선(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 차량 기지 이전 조속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식 개최
+ 남양주-구리, ‘광역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기본협약 체결
+ 제3회 한국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
+ 남양주 팔야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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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NOVEMBER
장애청소년 체육 한마당 개최
관내 장애청소년과 부모, 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1회 남양주
장애청소년 체육 한마당’ 개최

+ 청소년 또래 상담지원단 발대식과 음악캠프 개최
+ 제16회 남양주시 친환경 농업기술대전 개최

12월 DECEMBER
‘2013 대한민국 CEO리더십 대상’ 수상
이석우 남양주시장, 월간중앙이 선정하는 2013
대한민국 CEO리더십 소통경영 부문 대상 수상

+ 2012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토론 대회 개최
+ 실학문화 활성화 협약 체결
+ 아름다운자전거길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 / 북한강 자전거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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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국의 성장모델 도시가 되었던 남양주

2013년이 더욱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시정평가 29개 분야 수상 (부상 3273.3백만원)
>> 중앙단위 평가 (14개 분야, 2,135.5백만원)
+ 2012년 조기집행 추진 우수 기관 표창 최우수

(행정안전부 ‘12.07)

+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12.01)

+ 2012년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공모 전국1등

(국토해양부 ‘12.05)

+ 지능형다기능가변안내표지판시범도시 전국1등

(국토해양부 ‘12.09)

(테스트베드)사업유치
+ 아름다운 자전거길 유지관리 우 수

(행정안전부 ‘12.12)

+ 세대공감 프로젝트 S-mart 스쿨 수상 우 수

(행정안전부 ‘12.08)

+ 2012년 전국자원봉사 우수센터 선정 우 수

(행정안전부 ‘12.12)

+ 드림스타트사업추진 우 수

(보건복지부 ‘12.05)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평가 우 수

(보건복지부 ‘12.12)

+ 2012년 전국 노인자원봉사클럽 경진대회 장관상

(보건복지부 ‘12.12)

+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특별상

(보건복지부 ‘12.11)

(창의적전달체계부분)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우수단체

(교육과학기술부 ‘12.11)

+ 광역BIS구축관련국고보조금지원 우 수

(국토해양부 ‘12.11)

(2013년남양주-가평BIS구축)
(농촌진흥청 ‘12.12)

+ 2012년 농촌진흥청 사업평가 우수기관 장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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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 (3개 분야)
+ 2013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 상

(월간중앙 ‘12.12)

+ 제10회 신품질상 서비스혁신부문 대 상

(한국품질재단 ‘12.05)

+ 2012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2.06)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공약 분야" 우 수

>> 경기도 평가 (12개 분야, 1,137.8백만원)
+ 2012년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대 상

(경기도 ‘12.06)

+ 2012년 조기집행 추진 우수기관 표창 우 수

(경기도 ‘12.08)

+ 2012년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평가 우 수

(경기도 ‘12.12)

+ 2012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 우 수

(경기도 ‘12.06)

(참단화 승강장 광고 유치)
+ 2012년 주택행정 건실화 추진 우 수

(경기도 ‘12.12)

+ 제42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 장 려

(경기도 ‘12.06)

+ 개발제한구역관리 평가 장 려

(경기도 ‘12.03)

+ 강설 대처상황 평가 장 려

(경기도 ‘12.04)

+ 춘계 도로정비 평가 장 려

(경기도 ‘12.06)

+ 마을기업 육성 사업 평가 장 려

(경기도 ‘12.11)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평가 장 려

(경기도 ‘12.11)

+ 2012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입 상

(경기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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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07
(남양주 인구 2013. 1. 31 현재 601,607명)

남양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정

2013 NAMYANGJU | 희망가득, 2013 남양주 시정계획

06

Plan 01
시민의 힘

>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인입니다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중심이 되어
모든 역량을 모아 협동하고 융합하여 최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된 60만 시민의 힘으로 남양주의 미래를 바꿔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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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Z까지 행정 전반을 시민과 함께 운영합니다
+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진정한 시민참여행정 실천
인구 60만의 대도시로 급성장한 남양주는 한정된 재원과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의 역량과 물적 자원을 시정에 융합하고 창조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민선 5기 시정 핵심철학을
‘시민참여행정’으로 선정하고, 관습적으로 추진되었던 도구적 거버넌스(수직 관계의 행정)에서 탈바꿈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수평적 관계의 행정)를 추진하여 사업별로 시민과 전문가가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에 의한 행정은 이제 모든 시정 활동에 기본이 되었으며, 2013년에도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 인재와의 협동과 융합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창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협동·융합 & 창조시정’
-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협력하는 정책 기반 마련
- 시민참여행정 선도 사례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시민참여센터 운영
- 남양주시 발전협의회(민간전문가 19명 위촉) 자문을 통한 시민참여행정 중점 사업 추진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2011년 109개 7,000명, 2012년 106개 3,600명, 2013년 100개 3,700명)
•사이버기자단, 대학생 플래너즈, 카페 및 블로그 운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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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국제슬로푸드 대회 등 다양한 관심 분야에 참여 유도)
+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사례 창출
-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상인주도형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홍보
- 상가번영회 구성(2012년 15개소 ⇒ 2013년 20개소)
+ 지역공동체 형성과 창조·문화적인 마을가꾸기 사업 확대 추진
- 2011년 33개 마을 ⇒ 2012년 30개 마을 ⇒ 2013년 32개 마을
+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 협동조합 중점과제 발굴 및 교육, 홍보를 통한 참여분화 확산
+ 창조적 인력육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 전문성·창의성·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창조 인재육성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및 인력 정비
- 우리시 특성에 맞는 하부 행정기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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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격 청렴 도시 남양주 시정 정립
-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자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추진
•IT 기반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및 공공시설물 설계 컨설팅 감사 확대 시행
- 청렴 공직자 상(像) 정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공직 복무 감찰 강화 추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공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SCLS) 운영 등 청렴 행정시스템 강화·운영
+ 투명하고 효과적인 회계운영 및 합리적인 재정운영
- 투명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원가회계 도입
-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및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창조적 재정운영 전개
(호조사랑방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 추진, 성과관리 예산제도 정착)
- 원가회계 도입을 통한 사업예산·성과관리 활용 및 재무건전성 향상
+ 활기찬 지역경제 조성
-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
•행정안전부 평가 최우수, 경기도 평가 최우수
•조기 집행 인센티브(특별교부세 3.5억원 및 시책추진 보전금 10억원)
- 관내 업체 계약과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업체 계약률 2011년 79% ⇒ 2012년 81% ⇒ 2013년 85%
- 1억 이상 관급공사 남양주시민 50% 의무고용 지속 추진
+ 시민 편의 중심의 친환경 명품청사 조성
- 진접읍 주민자치센터(2013.12. 준공), 별내동 주민센터(2013.08. 준공)
- 에너지절약형 에코청사 조성 및 관리
•기존 청사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청사 조명, 시스템 창호, 흡수식 냉·온수기 설비 확대)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추진(정부청사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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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행복과 만족이 최우선이 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민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읍·면·동별 순회 방문을 통한 민원상담 및 시책홍보를 하고 있는 찾아가는 민원실은 공무원, 전문가, 관계기관,
자원봉사, 관내병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분야는 생활민원, 일반민원, 고충 민원
등의 민원 해결과 일자리, 건강, 건축, 이·미용봉사, 자살예방, 시책홍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 및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8272 민원행정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민원
신고 전용전화(080-590-8272)로 모든 민원 상담 및 안내, 생활불편사항을 One-Call, Non-Stop으로 처리하며,
생활불편사항은 30분 이내 현장출동, 3시간 내 처리 후 전화 또는 멀티메세지(사진, 영상, 문자)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알려주고 있으며 연평균 5만 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시민과 한발 더 가까이 찾아가는, 열려있는 진정한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 365일 열려있는 민원실운영과 24시간 제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민원실 : 평일 09:00~21:00 / 공휴일·토·일요일 09:00~18:00
•여권민원실 : 매주 목요일 09:00~21:00 / 첫째·셋째 토요일 09:00~13:00
- 유기한 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해피-콜 서비스상시 모니터링 운영
- 전입시민 안내책자 ‘생활정보가이드’ 발간
- 민원처리 알림 시스템 및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 시스템 구축
-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획득 추진
- 찾아가는 민원실 확대 운영(2013.03. ~ 11.)
•읍면동별 순회방문을 통한 민원상담 및 자원봉사 실시(8개 기관·단체 10여명)
+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고품격 8272민원처리체계 확립
- 능동적 시민 밀착형 고품격 8272 운영체계 확립(연중 수시·2개 권역)
•예산집행 간소화 표준매뉴얼 구축·운영, 민원형태별 맞춤형 8272특별 처리반 구성·운영
- 시민과 소통하는 8272민원시스템 기능 강화
•8272 시민 참 봉사단(60명) 체계적·활성화 운영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8272 민원시스템 운영
•MAP 기반 8272 민원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한 8272민원의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MAP 기반 스마트폰용 앱(APP) 운영
•8272 전담 분야별 기후변화 대처방안과 연계한 맞춤형 8272 상담매뉴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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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남양주 구현
안전한 도시 방범 체계 구축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전도시 남양주를 구현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방범 취약지역 268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방범 취약지역

2013년 설치계획

사업 완료(기구축)

합계

CCTV 97개소

268개소

생활방범 취약지역

CCTV 55개소

156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CCTV 21개소

92개소

아동안전 취약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CCTV 21개소

20개소

•2012년 CCTV 88개소 332대 설치·운영, 2013년 CCTV 97개소 설치·운영
- 범죄발생 취약지역 상시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률 저하
- 관계기관(남양주경찰서)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행정·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 공간정보통합 인프라 구축 및 행정주제도 구축,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지속 추진
+ 정보보호 관리 체계 구축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추진, 공인망 방화벽 고도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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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000,000
(2012년 남양주 희망케어센터 후원금 모금액 1,572백만원)

나눔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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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서 함께 나눕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나누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양주 시민은 다 함께 희망을 만들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복지시설과
문화 혜택들로 다시 시민에게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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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나눔 프로젝트

복지 인프라 확충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 자생능력을 갖춘 자립형 고품격 시립요양원 건립(민·관 합동 - 2013.08. 착공)
+ 세대 공감형 복지관 건립으로 공공복지 인프라 구축
- 호평지역 노인복지관 건립(2013.07.), 별내지역 노인복지관 건립(토지매입 협의 중)
>> 건강한 노후, 일하는 노후
+ 노후생활 안정지원 확대
- 기초노령연금 37,528명 40,640.9백만원, 장기요양재가 급여 288명 2,141.8백만원
+ 사회안전망 가동
-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2012년 연간 교육 158건, 캠페인 320건, 상담 및 심리검사 등 366건)
-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C-케어서비스 운영(9개소), 무료급식사업(63명), 노인돌봄(22명),
희망매니저(61명) 등
+ 노인 일자리 민간일자리 분야 기능 강화(1,129개 ⇒ 1,200개)
- 사업수행기관 위탁사업 : 4개소 1,090명
- 시니어클럽 출장소 설치(진건 노인복지관 분관), 실버카페 1개소 오픈(호평노인복지관)
- 노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시스템 구축(민간자격반 신설)
- 그린폴리스 사업단 운영(학교폭력 예방)
+ 시민어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시니어 호스피스 봉사단 구성 및 시니어 노인심리 상담단 모집 운영
+ 순회 어르신 건강교육 건강지킴이 방문간호 봉사단 구성
+ 경로당 현대화사업 및 난방용 전기료 지원(478개소)
>> 꿈둥이에게 희망의 날개를 드림스타트 사업 [ 지역공동체 확산을 통한 사업 업그레이드 ]
+ 업무가 유사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아동복지 지원체계 구축
+ 마을단위 엄마랑 멘토링 소모임 활성화(7개 모임⇒ 16개 모임)
+ 아동 1,300명에 대한 1대 1 키다리 아저씨 발굴 및 멘토 조직화
+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실력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 전개
- 청와대 초청 공연(2012.05.05)
- 아프리카 케냐 ‘지라니 합창단’과 매년 정기 공연 개최
- 지역 각종 공연 재능 기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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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문화의 향기가 넘치고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도시
시민이 하나가 되는 문화콘텐츠 개발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 공연,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체험의 장을 활짝 열어갑니다.
365일 문화와 예술의 감동이 끊이지 않는 남양주, 이 모든 것이 남양주 시민의 특권입니다.
+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확대 추진(2012년 프린지페스티벌 3개 분야 72개 팀 576명 참가)
- 권역별, 장르별, 계층별 개최(재능기부 공연 2회 의무 실시 및 봉사 공연 시행)
+ 예술동아리 뱅크제를 통한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 및 육성
+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생산조합(협동조합) 결성
+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는 따뜻한 시립합창단 운영
-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확대(39회 ⇒ 50회), 브런치콘서트 확대(3개소 ⇒ 5개소)
- 창단 10주년 특별기획 테마공연 “아리랑”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30회 ⇒ 50회)
+ 재능육성과 나눔의 실천, 예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소년·소녀합창단 지속 운영
- 정기연주회 개최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공연 확대
+ 수동관광지 개발 사업
- 마사 및 관리사 건립, 수변 휴식지 조성, 승마체험장 정비, 외승코스 안내체계 구축
+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
- 구) 팔당역사 리모델링, 전시물 및 전시공간 조성, 휴식 및 편의시설 설치
+ 몽골문화촌 이색 공연프로그램 개선 및 홍보 강화
- 상시 예술 공연 및 마상공연 야간공연 실시(7~8월)
- 예술 공연단 찾아가는 공연 시행(슬로푸드국제대회 10월)
+ 남양주 City-tour 2.0 운영(2013.03.~10.)
- 시기별 특화프로그램 도입(슬로푸드 코스 및 미술관, 박물관 연계 투어코스 운영 등)
- 총 4개 코스 운영(공연코스, 자연코스, 체험코스, 슬로코스)
+ 문화시설 확충(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야외무대 설치 5개소)
+ 다산문화관 정비 사업 추진
- 경기문화재단과 MOU 체결 후 전시프로그램 개선 정비
+ 생태공원과 다산 유적지를 연계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
- 학술연구 및 시민대상 인문학 강좌 개설(4회), 매주 서예교실, 다도교실, 역사체험극, 다듬이 공연
>>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지역축제 및 공연프로그램
+ 제27회 다산문화제(2013.09. ▶ 다산유적지 일원)
+ 제8회 광릉 숲 문화축제(2013.06. ▶ 광릉 숲 일원)
+ 2013 슬로푸드 국제대회(2012.10. ▶ 유기농테마파크 일원)
+ 북한강 문화나들이(2012.04~10. 매주 토요일 30회 ▶ 화도읍 금남리 야외공연장)
+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연중 총41회 ▶ 관내 전지역)
+ 찾아가는 문화 활동(연중 총27회 ▶ 관내 학교, 군부대, 노인회관 등 문화 소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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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시설, 소통하는 건전 스포츠 조성

경쟁력 있는 문화 스포츠 도시
주민에게 활력을 주는 스포츠 천국 도시 조성
시민이 건강해야 남양주도 건강해집니다.
시민에게는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주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명품선수 및 생활 체육지도자를 육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 건강한 남양주를 만들어 갑니다.
+ 걸어서 10분! 차별화된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 체육문화센터 4개소 ⇒ 6개소 / 생활체육시설 63개소 ⇒ 73개소 확충(2012.12. 기준)
체육문화센터

와부 체육문화센터 (2010.10.) / 진접 체육문화센터 (2011.08.)
화도 체육문화센터 (2014.10.) / 오남 체육문화센터 (2013.12.)

생활체육시설

와부배드민턴장 설치 (2013.03.)
/ 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2013.02.)
퇴계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2013.05.) / 폐국도 46호(진건) 생활체육시설 조성 (2013.12.)
홍유릉 배드민턴장설치 (2013.09.)
/ 와부읍 월문리 축구장 조성 (2014.07.)
진접읍 부평리 축구장 조성 (2014.12.) /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2014.12.)
종합운동장 야구장 조성 (2013.07.) / 녹촌 1교 하부 족구장 조성 (2013.12.)
※ 관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67개소

+ 스포츠 푸어(sport poor) 없는 건강한 남양주 조성
- 1인 1종목 생활체육 전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회원 수 확대
•33개 종목 1,006개 클럽 80,380명 ⇒ 36개 종목 1,100개 클럽 100,000명
•동호인 클럽 리그전 종목 다양화 5개 종목 ⇒ 7개 종목
-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교실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장애인 체육 다양화
- 태권도 시범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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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남양주시 위상 제고
- 2012 제30회 런던올림픽 금메달 획득(유도 송대남 선수), 2012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금메달 획득
- 2012 제58회 경기도체전 검도 단체전 우승 및 육상 800m 우승
- 2012 대통령기 검도대회 단체전 2연패
+ 세계 정상급 스포츠 스타와 엘리트 선수 육성
- 전략 종목 육성으로 경기도 체전 상위 입상 목표 및 세계적 인재 발굴
- 관내 학교운동부 훈련 지원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대남 유도 캠프 운영(관내 초교 방학특강 개설)
+ 테마가 있는 걷기 대회 개최
- 매월 2회 권역별 걷기 및 다산길 걷기 캠페인 추진
- 제6회 한강 걷기 페스티벌(2013.04.), 광릉 숲 힐링 걷기대회(2013.10.)
- 지역특성에 맞는 16개 읍면동 권역별 걷기대회(연중), 다산길 13개 코스 걷기대회(연중)
- 제2회 전국 남양주 다산길 88km 걷기대회 개최
+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 남양주시장기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 개최(2013.11.)
- 기존 야구장 시설 현대화 추진, 사회인 야구 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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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없는, 소외 없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향한 청소년들의 무한 도전을
남양주시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호하는 광범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
니다.

+ 글로벌 엘리트 청소년 육성
- 테마가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청소년 국제 하계 캠프), 슬로푸드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가을캠프 추진
- 캄보디아 국제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연1회 30명)
- 청소년 예능대회, 경기도 종합예술제 참가, 청소년 주간 기념식 개최,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위원회 운영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수험생 음악캠프 개최, 청소년 극기캠프 및 해외 선진지 견학 실시
+ 학교폭력 예방사업 및 갈등조정센터 운영
※ 2012년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 대상별 맞춤 특강 60개교, 다산스쿨(교사 직무연수) 운영 4개교, 학교폭력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30개교
- 비폭력마인드 형성 프로그램 강사 양성 교육 및 울틴품성개발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2013년 상반기)
+ 청소년 소통 창구 확대 및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오남·화도 분소 운영)
•청소년동반자(YC)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카원슬러대학·사이버카운슬러대학 운영
•1388 청소년 기자단 운영, 청소년 언론의 날 운영,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 운영
+ 주도적인 진로탐색과 성공적인 미래설계 지원
- 청소년 진로 멘토 지원단 운영, 진로적성검사 지원 및 직원 체험 캠프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 해밀교실 운영(학습 및 상담지원, 체험활동 지원, 기관연계)
-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직업체험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자립지원비 지원)
- 청소년 인턴쉽 기회 제공
+ 권역별 체육시설 청소년 전용타임 지정제 추진
- 방과 후 및 주말을 이용한 청소년 체육 공간 제공(생활체육시설 25개소)
- 초·중·고등학교 1:1 매칭 시범운영(축구, 야구, 배드민턴, 풋살,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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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평생이 행복 만점! 희망 만점!

맞춤형 보건서비스
아이에서 노인까지 남양주에서 보건 복지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60만 시민의 건강은 남양주의 든든한 자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남양주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출산 전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양주는 누구에게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맞춤형 보건복지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 수요 다양화에 따른 보건소 기능 강화
+ 권역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을 통한 기능 개편
1단계) 남부통합 보건지소
(와부보건지소, 율석보건진료소)
- (구) 와부읍사무소
- 지상1·2층 668㎡
- 2013년 3월 개소

2단계) 북부종합 보건복지타운
(진접·오남 보건지소)

3단계) 별내 도시형 보건지소
(별내면, 퇴계원면, 별내동)

- 진접읍 수질복원센터
- 지하1층 지상4층 2,050㎡
- 2013년 12월 개소

- 별내 커뮤니티센터 내
- 지하1층 지상3층 1,060㎡
- 2014년 11월 개소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시행
- 운전면허 적성검사 확대(1개소 ⇒ 2개소 보건소, 남양주보건지소), 채용 건강진단실시(보건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강화
+ 사계절 친환경 방역시스템 강화
- 친환경 연무·분무소독 9,800회, 기동방역반 96개반, 친환경 유충구제 사업 3,600회
- 위탁 방역 강화 10개소, 워킹그룹 우리 동네 건강홍보단 운영(50명)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 신종 감염병 대응 지역거점병원 지정(1개소)
-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344명, 표본감시기관 25개소 지정 운영
+ 예방접종으로 필수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2,480백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969백만원

만12세 이하 아동

관내 주민(영·유아 포함)
영유아 예방접종 (BCG 외 10종) 7,000건
임시 예방접종(장티푸스 외 4종) 37,880건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지원 112명
계절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 33,750건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2013년 7,000명
노인 폐구균 무료접종 28,330건

BCG(피내용) 외 10종
122,859건
※ 2013년부터 뇌수막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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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하는 성인병 관리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36,962명 ⇒ 39,300명)
- 65세 이상 등록환자 약제비, 진료비 지원
- 등록환자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저 검사(1,430명)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질환 및 운동·영양 교육(15,000명)
+ 고혈압·당뇨병 와부교육센터 운영
-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순환 근무 및 자원봉사 연계
- 심 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주 2회)

노인건강학교 운영
어르신의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여가 활용 만족도 제고 및 사회참여 욕구 충족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280명 3개교 진접, 평내, 도농)
- 우울증, 치매, 기초건강검사, 소근육 강화 및 성취감을 제공 취미·공예교실
- 노년기 체력 조건을 고려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노년기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건강 강좌
- 동요, 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프로그램

출산장려 지원 사업 추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지속적인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증가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관내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출산가정 30만원(2,000명 예상), 셋째아 출산가정 100만원(600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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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제로 남양주’ 만들기
+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공포(2011.08.)
+ 단계적 금역구역 확대 지정
2011. 12. 1.

2012. 6. 1.

2013. 6. 1.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8개소
도시공원 91개소

가로변 버스정류소 1,076개소
택시 승차대 30개소

학교절대 정화구역 149개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139개소

- 금연클리닉 운영 ⇒ 간접흡연 피해방지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 3단계 금연구역 지정고시 및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
- 금연 그린 매니저 발대식 및 역량 강화 교육 시행
- 금역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10만원 부과(연중)

맞춤형 헬스-포털 의료서비스 지원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서비스 및 시민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능력을 증대시켜 삶의 질 향상

+ 취약계층가구와 가구원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 가정방문 서비스 등록 대상 확대(6,000가구 ⇒ 6,600가구)
- 대상자별 맞춤 사례 관리(780가구)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보건, 복지, 행정 통합서비스 연계 강화
+ 시민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
- 양·한방 1차 진료와 건강진단을 통한 환자발견 및 치료(52,400명)
- 대형병원 연계 무료 진료(16회)
+ 정신질환관리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예방관리사업 시행
- 자살예방교육(50회 14,000명), 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12명 8,000건)
-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진단 및 감별 검사(7,000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587명)
+ 노인 의치(틀니) 사업 추진
- 만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81명 162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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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슬로라이프의 메카 남양주!

생산은 유기농, 식탁은 슬로푸드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AsiO Gusto)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최초로 개최되는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AsiO Gusto)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양주시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슬로푸드 문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슬로푸드
문화 붐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 슬 로 건 : ‘생산은 유기농, 밥상은 슬로푸드’
+기
간 : 2013. 10. 1 ~ 10. 6 (6일간)
+참
가 : 아시아·오세아니아 62개 회원국 중 40여 개국 농·축산업 관계자, 학자, 요리사 등
(관람인원 총 30만명)
+장
소 :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전시, 체험) /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콘퍼런스)
+ 주요행사 : 슬로푸드 요리경연대회, 전시행사, 교육체험, 국제학술, 비즈니스 등
+ 슬로푸드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파급(기대)효과
- 지역경제유발 효과 371억원(고용창출 900여명)
- 국가경제파급 효과 1,066억원(고용창출 2,000여명)
- 국가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2,500억원(국민건강 식생활 습관병 감소유발 효과)
+ 주최·주관 : (사)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조직위원회

남양주에 가면 슬로푸드가 있다!
맛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함께 즐기는 슬로푸드 문화 붐 조성
+ 대한민국 최초 슬로푸드 문화거리 조성
- 슬로푸드 음식점 지정 및 조안면 삼봉2리를 중심으로 슬로푸드 문화거리 조성
+ 남양주 대표 음식 특화 브랜드 수립(4품 5건 특허 등록)
+ 365일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슬로푸드 생활환경 조성
-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와 연계한 슬로푸드 문화거리 확대 지정
+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슬로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전파
- 슬로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전국 요리경연대회 개최 및 청소년 포럼 개최
+ 슬로푸드 문화 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371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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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주도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건강한 생활의 시작은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친환경 음식문화 선도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 및 위생관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식품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식품산업발전 유도 및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 식품업체 경쟁력 강화(서울 국제 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여 경쟁력 제고로 매출 증대 유도)
※ 2012년 서울 국제 식품산업대전 8개 업체 참가, 국내외 51개사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계약상담 및 수출
+ 건강한 식생활 유도
-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홍보(계도) 및 모범음식점 152개소 시범 시행
(나트륨 함량 표시제 시행 및 용기, 염도계 보급)
+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
- 2010년 127.1톤/일 ⇒ 2013년 42.9톤/일(감소 예상)
+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확대
- 학교 주변 음식점 ⇒ 학원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확대
+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문예 공모전 개최
- 관내 초등학교 대상, 글짓기, 포스터 등
+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 식중독 예방 및 원산지 관리강화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점검 시행
- 식품위생업소 5,000개소 위생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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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30
(1·2·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백년지계 평생학습도시 남양주
1·2·3 평생학습 인프라란?
시민 누구나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10분 내 학습등대,
20분 내 주민자치센터, 30분 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남양주만의 평생학습 인프라(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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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바로 서야 미래가 바로 섭니다
미래 꿈나무를 위한 투자는 당연한 일입니다.
남양주에서는 교육에 목마른 모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평생학습도시’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교육시스템 구축과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서관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6. 2013 남양주 / 세부 실천계획 > > ●● Plan 3. 희 망

시민이 배움으로 성장하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자아실현과 배움의 열정을 채워주는 평생학습도시
손을 뻗으면 가까운 곳에 배움의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배움으로 성장하고 이웃과 만나서
소통하며 다정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도시 지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05.)
>> 평생학습도시의 원동력! 평생학습망 구축
평생교육시설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생학습망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평생교육 민·관·산·학·군 등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관 간 협력으로 평생학습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양, 문화, 직업능력 향상,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화하고 차별화시켜 시민의 학습 욕구 충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도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와 열정으로 모두가 꿈꾸는 평생학습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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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133개 ⇒ 180개), 러닝숍 운영, 유쾌한 시민강좌 운영
+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성인 문자 해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 50개 분야 80개 강좌운영, 학습자 3,000명
- 인생 100세 시대, 일-배움 양립을 위한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인적자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사은행제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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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양주만의 평생학습
시스템입니다.
>> 평생학습도시 특화브랜드 "학습등대"
+ 10분 내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습등대 설치로 모든 시민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
- 학습등대 확대 운영(소외지역 및 부족지역 우선 지원 2013년 총 60개소)
구분
학습등대
프로그램
학습인원

총계
60개
658개
9,299명

2011년
신규 10개소
60개
835명

2012년
신규 28개소
228개
3,464명

※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에 학습등대 설치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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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 꿈나무가 쑥쑥 자라는

특급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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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함으
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2013년 18개 사업 451개교)
2012년

2011년

사업구분

사업 학교

2013년

사업

학교

예산액

계

22

305

9,103,952천원

20

468 9,385,082천원

18 451 12,131,300천원

교육협력

8

78

563,658천원

5

70

1

자체지원

7

174

1,729,900천원

9

259 1,788,500천원

11 292 1,893,300천원

대응투자

3

48

5,522,894천원

3

136 6,822,982천원

2

136 9,710,000천원

특성화·기타

4

5

1,287,500천원

3

4

22

3

예산액

사업 학교

355,700천원

417,900천원

1

예산액
98,000천원

430,000천원

>> 무상급식 지원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초등 5~6 / 2011년 초등 전체 / 2012~2013년 도시지역 공립 초등 전체, 중등 3학년, 유치원 만5세
구분

2010년

2011년

초등 5~6년

초등 전체

인원수

4,615명

12,649명

23,598명

22,069명

소요액

416백만원

2,400백만원

5,694백만원

5,710백만원

대

상

2012년

2013년

유치원 만5세, 공립 초등 전체, 중등 3학년

>> 장학사업 확대로 지역 인재 육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양성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254명 1,348백만원

233명 260백만원

329명 350백만원

346명 368백만원

346명 370백만원

>> 학부모와 함께하는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꿈샘 비전스쿨(초), 공부의 神(신) 주말학교(중), 스쿨멘토링 MVP(고)와 자녀 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신맹모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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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지식정보 문화 공간

미래형 도서관
테마가 있는 명품 도서관 조성
2006년 시립, 화도, 진건 도서관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OECD 선진국 수준의 인구 5만명당 1개 도서관
확충을 목표로 와부, 별내, 퇴계원, 평내, 오남 도서관 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2013년 이후 진접(장현, 금곡) 도서관,
별내 중앙도서관(별내 택지지구), 남양주 중앙도서관(지금 보금자리지구) 등 4개 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12개의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권역별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양주가 지향하는 도서관은 시민에게 지식정보문화 공간 제공 및 전통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인구 100만 명품도시에
맞는 권역별 테마가 있고 감동을 창조하는 명품 도서관입니다.
+ 퇴계원도서관(2012.10. 개관), 화도 작은도서관(2012.12. 개관)
+ 진접(장현) 도서관(2013.10. 개관 예정), 진접(금곡) 도서관(2013.12. 개관 예정)
+ 별내 중앙도서관(2013.06. 착공), 남양주 중앙도서관(경기도시공사 협의 중)

>> 지식, 정보뿐 아니라 편안함이 공존하는 스마트 도서관 운영
언제 어디서나 정보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골목골목 찾아가는 열린(이동)도서관과 363일 24시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등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유비쿼터스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전자도서관 및 바로바로
서비스 상호대차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도서를’ 바로바로 서비스 확대
- 국가 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운영, 지역 바로바로 서비스 확대 운영
+ 골목골목 찾아가는 열린(이동) 도서관 운영(13개 읍면동 72개소)
+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
- 363일 24시까지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공공도서관 8개관)
- 전철 역사 內 길거리 도서관 운영(마석역 등 3개소)
+ 내 집같이 편안한 도서관 서비스 환경 조성
- 공공도서관 우수 장서 확충(도서 41,000권 비도서 2,000종)
- 전시회, 공연, 저자강연회, 북 콘서트 및 미술관, 박물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 ‘나도 도서관 갈래’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활성화(188개소 8,000명)
- 정보 취약계층(다문화 가정,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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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참여 도서관 운영
명예시민 사서 천사(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 및 無 예산 사회공헌 문화사업 등 민간의 자원을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지자체 최초로 전국 청소년 독서토론
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명예시민 사서천사와 함께하는 Human Library
- 명예시민 사서천사의 재능계발 교육프로그램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69개 강좌 5,964명)
-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도서관학교 운영 및 워크숍(연찬회) 개최
+ ‘8색 무지갯빛’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테마별 상하반기 문화교실 및 체험형 방학교실 운영(193개 강좌 27,948명)
- ‘주경야독’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26개 강좌 520명),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2개교 17개 강좌)
+ 독서회 및 도서관 동아리 활성화(21개 동아리)
+ 창조적 無 예산 사회공헌사업 발굴·추진
- 사회공헌 문화사업(8개 강좌 590명),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 진흥 후원
+ 제2회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토론대회 개최(전국 초·중·고등학생 2013.09.)

>>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활성화
누구나 편하고 쉽게 양질의 도서와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에 작은도서관 89개를 개관
하였고, 2017년까지 100개관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민 지식정보 습득 향상 및 문화 욕구 충족기회를 제공하겠습
니다.
+ 공·사립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100개관 이상)
- 2012년 89개관(공립11, 사립78) ⇒ 2013년 96개관(7개 추가 개관 / 공립12, 사립85)
⇒ 2017년 104개관 (8개 추가 개관 / 공립13, 사립 92)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2012년 전국 단위 대회 수상(와부읍, 호평동)으로 남양주의 주민자치센터는 한 단계 더 성숙하였습니다.이에
발맞추어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주민자치센터별 특화사업 운영으로 시민참여율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별 차별화된 지역 특화사업 추진(15개 센터 31개 사업)
- 주5일 수업 시대에 맞는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전면 개방 유도
- 1센터 1현안 사업 발굴 ⇒ 우리 동네 현안사항 해결
- 1센터 1시민참여(협동) 사업 발굴 ⇒ 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 사업 등
- 청·장년을 위한 취업 창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네길 투어(걷기) 운영
+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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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다문화 시대의 통합을 위해

안정적 다문화 사회 조성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희망 프로젝트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주를 돕고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과 자녀 교육·상담, 통·
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5,212명) 전체에 대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법률·인권 등 상담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다문화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시대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외국인복지센터
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다문화 커뮤니티 카페를
건립하였습니다.
+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추진(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외 13개 사업)
- 다문화 가족 수(결혼이주여성 2,122명 다문화가족 자녀 수 1,874명)
+ 다문화 가족지원시스템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1개소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 커뮤니티 카페 ‘알이랑’ 개소(2013.09.), 해미일 카페 내 ‘네일아트’ 코너 운영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 수준별·단계별 한국어교육 시행,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취업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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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케어, 전문케어로 보육천국을 만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꿈과 희망을 키우는 보육품질 & 인프라 확충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행복 보육', 엄마에게는 '안심 보육',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자긍심 보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으며, 건전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어린이 비전센터 건립 등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비전센터 건립(진접읍 금곡리) (2013.03. 착공, 2014.04 준공)
+ 수요자 중심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확충(신축 1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
- 아이러브맘 카페(호평동 주민자치센터 내) 위탁 운영, 영유아 상설체험장(협동조합) 설립

>> 보육 천국 실현을 위한 보육품질 Upgrade
지속적인 보육시설 지도점검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육을 책임지는 공보육정책 실천으로 보육 천국을 실현하고 보육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학부모 교육 시행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교사 표준보육교육 8회 3,110명, 원장 워크숍 4회 400명)
- 교재교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 개최(2013.09월 중)
-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 교육
•탈무드 2.0 아카데미 6개 권역 1,217명, 탈무드 2.0 아버지 아카데미 4개 권역 363명
+ 유형별 보육사업 지원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22,410명 83,503백만원

36,308명 102,248백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지원

4,130명 15,803백만원

4,130명 18,622백만원

어린이집(시설) 지원

669개소 2,709백만원

669개소 3,48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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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희망 만들기

아동복지시설 확충
어린이 행복 UP 플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인 아동 그룹 홈 운영을 지원
하고 아동 급식제공, 학습지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기·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67개소 1,685명)
지역아동센터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학습센터

54개소 1,506명

5개소 35명

6개소 144명

+ 요보호아동의 적절한 양육·교육·자립 지원(3,882명)
+ 요보호아동의 지역사회 돌봄화 추진
- 다양한 외부자원(공·사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연계(지역사회 후원·연계자원 인프라 구축)
- 지역자원 활용 재능기부 시민 인재 모집 및 연계(군부대 장병 재능기부 및 중·고생 또래 재능기부 등)
+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5개 사업 3,9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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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린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들의 사회 참여 필요성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권익 신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명품 이화아카데미(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20주 50명)
- 전통 차 예절지도사 과정(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30주 40명)
-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아카데미(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20주 40명)
+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및 여성주간행사 및 지도자 워크숍 추진
+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추진(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파견, 일·가정양립 지원, 찾아가는 취업 지원 등)
+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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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
(2010~2012년 남양주 일자리 창출 12,905명)

일하는 기쁨, 기업하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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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의 경제활동, 신바람 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쁨을 주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유기농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과 시정이 협동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특산물로
미래형 농가육성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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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지역시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취업의 기쁨, 일자리 1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2010년 2월 일자리센터를 개소하여 기존 노인·여성·장애인·청년 등 계층별, 분야별로 분화된 지원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일자리센터의 허브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상용직 일자리 4,250개를 창출하고,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남양주시민 50% 이상 고용 추진을 의무화를 지속 추진하여 연간 2만 명의 고용 효과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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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 및 목표

(일자리 형태:상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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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3,848
(105%)

4,277
(140%)

4,780
(145%)

5,755(예상)
(173%)

-

- 2010년 ~ 2012년 일자리창출 목표(10,011개) 대비 129%(12,905개) 초과 달성
- 올해 중 일자리창출 종합 목표(16,566개) 앞당겨 달성 예정
+ 일자리 센터 허브기능 강화
- 취업알선 바로바로 서비스 운영(상설화)
⇒ 이동취업상담창구 개설(주 2회 권역별 이동센터 6개소 지정 운영)
- 잡(job) 커뮤니티 워킹그룹 구성·운영
+ 취업박람회 개최 및 취업 지원 교육 시행
- 2013 남양주 job fair 개최(총 3회, 3월 베이비붐 세대, 5월 전 계층, 10월 청년층)
- 잡드림(job dream) 미니 채용 박람회 개최(총 9회)
- skill up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취업스쿨, 특성화고 취업특강, 창업교육, 계층별 직업소양 교육)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경력단절여성 D/B 구축 및 재취업, 빈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기능인력 양성)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창업모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11년
1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2012년까지 29개 사회적기업을
신설·육성하고 441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13년에는 43개 사회적기업을 신설하고 65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6

2013 NAMYANGJU | 희망가득, 2013 남양주 시정계획

경쟁력 있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

산업육성 & 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기업 지원
남양주에는 1,875개의 제조업체가 생산 활동 중이며, 이 중 99%인 1,847개 업체가 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
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해 기술력 및 담보력
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글로벌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고,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참가비 지원, 해외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의 수출 및 성장을 촉진, 남양주시 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탄탄한 기업 육성
-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G-패밀리클러스터·G-디자인 개발 지원
- 산관학 협력 기업 스쿨(4개 과정) 운영 및 기술 지원
+ 든든한 기업 육성
-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2012년 80억원 ⇒ 2013년 140억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73억원)
+ 전략적 해외마케팅 전개를 통한 수출기업 육성
- 해외 신흥시장 개척사업 추진 및 전시회 참가 지원(40개사)
- 수출상담소 운영 및 무역전문인력 양성 교육 시행
+ 디지털 홍보기반 구축으로 중소기업 氣 살리기
-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인프라 구축

>> 남양주만의 전략적 산업의 육성과 지원
완제품 제조 기업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전칠기 공예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예대전 참가비 지원 및
해외 전시, 판매 참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나전칠기 홍보관(체험학습장) 운영,
나전칠기 공동브랜드개발 및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 제4회 한국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2013.09.)
+ 공예품 대전 참가 지원 (20개사), 나전칠기 체험학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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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기업투자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업애로 해소 추진 및 기업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7년 9월 기업설립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기업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업지원센터를 개소
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 없는 기업애로 수렴 및 해소를 위해 기업환경개선 패러다임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단체, 자문단, 기업커뮤니티
및 기업 SOS넷 등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발로 뛰는 맞춤형 현장행정으로 기업애로사항 해소
- 1인 100기업 멘토링제를 통한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 권역별 멘토지정(16개 읍면동 - 1,800여개 기업), 기업 SOS넷을 통한 처리사항 관리
- 시 자체 산업입지 규제개선 및 중앙부처 지속 건의
+ 복합산업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활동 규제 개선 추진
- 이(異) 업종간 융합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복합산업 기업유치 활동 전개
- 기업애로 사례 중심의 기업활동 규제개선 추진을 통한 투자촉진 도모
+ 기업커뮤니티 활성화 및 확대 운영(지역별 기업커뮤니티 확대 구성, 2012년 현재 18개소 ⇒ 23개소)
+ 기업 해피 서포터즈 구성·운영 (4개 단체 66명)
+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연중 추진)
+ 소기업 희망 찾아주기 사업
- 미등록, 미완료 처리 공장 D/B구축, 기업지원시책 1:1 맞춤 서비스 안내, 공장등록 대행서비스
+ 소상공인이 행복한 남양주 만들기
-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2013.08. 준공)
- 유통단계 축소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 소상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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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발전 100년을 기약하며 조성하는

산업단지 & 기업인프라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산업단지 분양 및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관 산단 (36필지), 금곡 산단 (11필지), 팔야 산단 (48필지)
+ 산업단지 입주공장 가동 지원 : 32개사 (진관 산단, 팔야 산단)
+ 미니단지 조성 (수동 협동화단지 5개사 18,851㎡, 송천 미니단지 5개사 17,559㎡)
+ 남양주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위한 실무정책토론회 개최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 고용창출을 선도할 중기업 및 강소기업 유치
- 2012년 기업유치 실적
공장등록
(182개 업체 1,319명)

기업유치
(47개 업체 762명 861억원 투자)

중기업 2개(105명) / 소기업 180개(1,214명)

중기업 5개(315명 224억원 투자)
소기업 42개(447명 637억원 투자)

>>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기업 인프라 확충
철도망,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철 4호선, 8호선 연장 및 국도46, 47호선, 덕송~상계 광역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공단, 기업 밀집지역의 인도 및 진입도로, 상·하수도, 반사경, 기업통합간판,
교통체계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철 4호선·8호선 연장, 국도46, 47호선, 덕송~상계 광역도로 등 교통망 확충
+ 내각리 공장밀집지역 인도설치 (2012. 11. 준공)
+ 진벌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2012. 12. 준공)
+ 양지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장공사 (2012.06. 착공, 2013.04. 준공)
+ 차산리 도로정비 및 상수도 급수 공사, 삭다니 지역 상수도 급수공사 (2013.06. 준공)
+ 가곡리 공장밀집지역 급수관로 공사 (2013.12.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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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유기농도시로의 도약

친환경 유기농 대표도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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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4대강 정비 사업에 편입된 조안면 송촌리 유기농 농가의 대체 농지 확보를 위하여 2012년 5월 와부읍 도곡리에
17.4ha 규모의 유기농시범단지를 개장하는 등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 증대와 고품격 친환경 유기농 농산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 친환경 비료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친환경 인증 검사비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 가공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기농 텃밭 가꾸기 시민운동추진, 친환경 체험학습농장 기반조성, 가족 농장, 유기농 현장 체험장 운영, 청년
유기농 창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도시·농촌형 친환경 농업 육성
-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확대 및 지속 유지
•연도별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 2011년 906호 ⇒ 2012년 1,100호 ⇒ 2013년 1,200호
- 벼 병해충 친환경 방제사업 추진
•대상면적 : 2012년 140ha ⇒ 2013년 150ha / 약제 살포 : 2012년 124.5톤 ⇒ 160톤
-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등 시범사업 추진(5개 사업 5개소)
- 친환경 농업 분석실 운영(2실 186㎡)
- 친환경 유기농 미생물관 운영(고효율 미생물 공급 ⇒ 8종 300톤)
+ 농업의 新 성장동력 곤충산업 육성
- 곤충생산단지 육성(2012년 17농가 ⇒ 2013년 30농가), 곤충 연구회 육성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수행(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추진 ⇒ 곤충 사육기반 기술 선점)
+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유치원, 초중학교 184개교 72,000명 1,910.5백만원)
+ 농업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젊은 유기농가 육성(유기농 창업아카데미 29명)
+ 행복한 여유농 밥상 로컬푸드 사업 확대 추진, 수확·가공체험, 관광을 통한 유기농단지 활성화 추진

>> 유기농 텃밭 가꾸기 운동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녹색생활공간 조성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유기농 텃밭 가꾸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유기농 텃밭 조성 시범사업 2개소
- 학교, 아파트 등 공공시설 옥상 공간 활용 유기농 텃밭 조성
+ 도시농업육성 지원 시범사업 3개소
- 유기농 텃밭 조성 및 관리, 현장교육 지원
+ 유기농 텃밭 가꾸기 교육 실시(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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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이 자라는 미래형 농촌을 만드는

강소농(强小農) 도시 육성
농업농촌의 새로운 꿈과 희망 ‘강소농’육성
2015년까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1,000농가(전 농가의 20%) 육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FTA 등 시장
개방과 이상기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열악한 농촌경영개선과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력 양성으로 농업경영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210농가 육성
-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10명), 경영진단 및 현장지원,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388명)
-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비즈니스 모델 교육 및 컨설팅, 모델농가 육성사업 5농가)
- 그린농업대학(원) 운영, 녹색성장 선도 농업전문가 육성
- 귀농·귀촌 교육 시행, 2세대 농업경영 CEO 5차 25명
+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육성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촌의 주역인 농업인단체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연구모임 육성
- 농업인학습조직 31개회 4,035명, 4-H육성지원 30회 1,260명, 2013 농업기술대전 개최
+ 농촌지역의 부담을 줄여주는 농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3,433명 3,462.5백만원)
+ 농업인 소득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543ha 296.8백만원)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밭농업직불금
+ 경쟁력 있는 남양주의 농, 축, 수산, 원예 산업
- 친환경 농업육성, G마크 인증 확대 및 포장재 지원, 친환경 인증미 생산 및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인증확대 사업, 여유농 브랜드 육성, 먹골배 명품화 지원
- 시설 원예분야 경쟁력 강화
+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산물 소비 활성화 촉진
- 한우 명품화, 젖소경쟁력 강화, 돼지경쟁력 강화,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가축방역사업(2,207천두 예방접종)
+ 환경친화적 축산 육성 사업 추진(수분조절제 톱밥 및 환경개선제 지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 내수면 수선 환경 개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지역농산물 특화사업 추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환경 개선
지역농산물 특화사업 및 농업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추구하여 농업구조의 개선과 경쟁력 향상 도모와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해 생산력 증대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농업
환경개선으로 작물 출하주기 25% 단축과 난방비 30%이상 절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하고 품질향상으로
시장점유율을 10%이상 확대하고 있습니다.
+ 최고급 과일 안전생산 기술 및 단지 육성(4개 사업 4개소 2개회)
+ 소과류 과일 확대 생산 및 생산기술 보급(2개 사업 5개소)
+ 탑프루트 리더스쿨 운영, 핵심기술 컨설팅(4개 연구회 395명 10회)
+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작부체계 개선 및 환경에 맞는 농업시스템 구축
+ 재해극복 농업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15개 사업 64개소)
+ 남양주 TOP브랜드 육성기반 구축(9개회 281명)
+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기반 조성
+ 재해대비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4개 분야 10개 사업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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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2020년 남양주 정주인구 목표 100만명)

인구 100만 시대의 명품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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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Plan 05
어울림

>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2020년 인구 100만을 목표로 남양주는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생활, 교육, 교통, 상업시설을 고루 갖춘
명품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환경도시, 예술성이 고려 된
도시미학, 휴식과 건강을 배려한 공간이 있는 생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남양주를 기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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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남양주의 행복을 앞당기는 창조적인

21세기형 휴먼시티
인구 100만의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 조성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명실상부 수도권 동북부 중심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는 남양주의 미래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차별화된 명품생태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양주의 발전 방향과 도시개발의 지표를 바탕으로 급격한
도시성장 가속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녹색명품 융합도시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재수립) 승인(2012.07.)
- 공간적 범위 : 남양주시 전 행정구역 458.04㎢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0년 / 목표 연도 2020년
- 계 획 인 구 : 98만 8천명
- 공 간 구 조 : 1도시중심 - 3부심 - 5특화지역
- 실 천 목 표 : 3·3·4 녹색도시 ⇒ 3대 권역의 인구 100만 도시 조성
동부권역

북부권역

남부권역

관광휴양중심

도시자립중심

행정교육문화 중심

26만명

34.8만명

38만명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진접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동), 퇴계원면

와부읍, 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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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유치를 통한 명품 교육도시로의 부상
+ 21C형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조성(2011.~2020.)
- 와부읍, 양정동 일원 2,310천㎡ / 도입시설(대학교, R&D, 상업, 주거시설)
- 초·중·고·대학이 연계된 전인적,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
- 산학연이 연계된 첨단산업, 주거단지 상업시설의 연계개발을 통한 활력 넘치는 대학도시로 조성
+ 상명대·경복대 등 대학유치 추진
- 대학별 타운조성으로 도시 활력 증진과 친환경 녹색캠퍼스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상명대학교

경복대학교

위 치 : 호평동 산5-1번지 일원
면 적 : 329천㎡
● 학 과 : 디지털, 영상예술학과 등
● 정 원 : 1,000명

위 치 : 진접읍 금곡리 산16-7번지 일원
면 적 : 148천㎡ ⇒ 292천㎡(증144천㎡)
● 학 과 : 관광학부, 경영학부 등
● 정 원 : 1,920명 ⇒ 5,904명(증3,984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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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생활 무대를 위한

명품 주거환경 조성
도시 중심축 구축
인구 100만의 수도권 동북부 녹색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양정역세권(서강대 유치), 지금·도농 뉴타운
사업과 연계된 스마트 그리드 거점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그리드, 양정역세권, 보금자리주택, 뉴타운사업을 통한 녹색 중심 도시 조성
- 위치 : 지금 도농 양정동 일원 / 규모 : 16㎢(인구 178천명)
●

지금·진건 보금자리지구 4.7㎢(인구 84천명)

●

양정역세권(서강대)

2.3㎢(인구 41천명)

●

지금·도농 뉴타운사업 6㎢(인구 41천명)

●

스마트 그리드 거점도시 3㎢(인구 12천명)

- 지금·도농역세권 관광호텔 유치, 지금·도농 보금자리주택지구 상업용지의 효율적 배치
-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내 대형쇼핑몰 유치

>> 살기 편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정주의 꿈을 실현하는 주택사업 추진
+ 先 기반시설 완료, 後 입주하는 체계 확립
- 보금자리 주택사업, 택지지구 개발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최소화
+ 별내 택지지구 조성(2005.12.~2013.12.)
- 공동주택 입주 시작(2012.01.) / 5,091.5천㎡ 68,535명 25,383세대
+ 보금자리 주택사업(2009.12.~2016.12.)
- 진건읍 배양리, 지금동 일원(면적 4,749,251㎡ / 83,779명 31,254세대)
- 수도권 동북부 생활중심기능 수행과 남양주시 행정상업 업무중심 기능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도시로 육성
+ 뉴타운사업 추진
-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균형 발전 도모
덕소지구

지금·도농지구

퇴계원지구

촉진구역 10개 구역

촉진구역 8개 구역

촉진구역 4개 구역

633,302㎡

582,738㎡

304,172㎡

주거지형

중심지형

주거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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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 불량한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
구역명

위치

면적(㎡)

세대수

진행현황

남광·신우

도농동 2-5 일원

23,290㎡

317세대

2011.05. 착공

지금2지구

지금동 129-65 일원

60,784㎡

1,008세대

2012.07. 착공

도농3개통

도농동 294 일원

28,526㎡

457세대

2012.05. 착공

진주아파트

평내동 산87-11 일원

60,045㎡

1,385세대

2012.04. 관리처분인가

평내2구역

평내동 103-2 일원

39,145㎡

1,063세대

2011.12. 조합설립인가

+ 노후·불량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추진
-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170개 단지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노후 된 시설물 개보수 지원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등 사전예방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84개 단지 288동 8,863세대

아파트 52개 단지 140동 6,358세대
연립주택 32개 단지 148동 2,505세대

※ 소규모 공동주택 : 15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 소규모 공동주택이 집중된 금곡동(19개 단지 1,676세대) 시범지역 선정
- 참여대상(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주택관리사·건축설비기술자 등 주택관리전문가)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리비 절감 및 공동주택 수명연장 도모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추진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창조적 친환경 건축물 기반조성
+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 벽체, 창호 등 현행보다 30% 강화(열관류율 0.36w/㎡k ⇒ 0.27w/㎡k)

97

06. 2013 남양주 / 세부 실천계획 > > ●● Plan 5. 어울림

건축미와 안정이 함께하는 친환경 명품 건축물 건립
건축은 주거 공간 확충을 통한 사회생활의 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형성 과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시 공간 요소로써 과거 70～80년대의 건축물과는 대조적으로 대형화, 고층화,
문화 및 예술성은 물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함께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건축 행정은 과거 대지 내 일률적, 획일적으로 건축물을 생산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공공복리증진, 체계적인 도시공간 및 경관 창출에 우선을 두어 도시기능 및 미관 향상과 쾌적하고 균형 잡힌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와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 개발 시 원지반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친환경 안심도시 조성
+ 개발행위허가 시 친환경 개발지침에 맞추어 검토하여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구성
+ 공동주택(다세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세대당 주차장 1대 및 도로 폭 6m 확보 등
적정한 기반 시설이 확보되도록 유도
+ 자연지형을 고려한 개발 계획 수립
- 자연형 물길, 급경사지 등 자연환경 요소를 적극 보존 방향
- 경사지 산지·구릉지의 스카이라인 보호, 녹지 축 훼손되지 않도록 녹지의 연속성 고려
- 건축물 및 도로 배치 시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등고선에 평행 배치
+ 배수 처리 및 시설계획 수립
- 개발 후 배수체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배수처리계획 수립
- 구조물 설치 시 구조물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콘크리트 보다는 자연형 재료를 이용하도록 유도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높이 3m 이상의 구조물 설치 시 폭 1m의 소단을 설치하여 다단형태의 구조물 설치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추진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벽체, 창호 등 현행보다 30% 강화 : 열관류율 0.36 → 0.27)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빗물이용, 옥상 텃밭 등 적극 권장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필요성 및 분위기 확산
- 세제혜택 및 건축기준 완화(취득세·재산세 경감, 건폐율 및 조경설치면적)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마련 및 건축사 교육 및 홍보
- 에너지 건축물 허가대비 10%이상 유도
>> 건축물 유지·관리 협동조합 추진
+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60개소) 등의 보전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구축 추진
- 건축물 환경성능 및 안전성 확보 등 유지관리체계 확립
- 건축물의 수명연장,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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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물 관리, 물 순환 마스터플랜 수립!

선제적 물 관리 계획 추진
인구 100만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물 환경 정책 수립 및 건강한 수(水) 생태계 조성
先 개발, 後 대책의 비효율적인 방식의 전환을 위한 유역 차원의 통합적 미래 전략과 남양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계획을 제시하여 새로운 치수, 이수, 고유환경, 역사·문화적 요소가 접목된 수변 문화 및 수 공간 창출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따른 첫 사업으로 ‘왕
숙천 프로젝트’ 사업에 착수, 언제라도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친근감 있는 하천조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물 환경정책 수립 및 건강한 수(水) 생태계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 도심 건천, 복개
하천 생태복원 등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으며 물 관리 물 순환 기본조례 제정 및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관리, 용암천 유역과 북한강유역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 수립(2011.09.)
+ 환경 친화적 생태 공간 ‘ 왕숙천 프로젝트’
- 시민에게 다가가는 테마가 있는 미래형 하천 조성, 환경친화적 가치 창출
+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 블루&그린 네트워크 핵심 생태거점 확보로 생태하천복원 추진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를 위해 생태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추진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2.01. ~ 2016.12.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0.02. ~ 2013.12.

22,840백만원(2013년 1,942백만원)

1,698백만원(2013년 243백만원)

콘크리트주차장 철거 및 하천복원 등L=11.1km

자연성 호안 조성, 수목 및 초화류식재등 L=1km

>> 통합적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건강한 물 환경 조성
+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총량제의 삭감량 추가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2개소)
- 비점오염원 저감, 물 순환 구조 및 경관개선 등 통합적 효과 도모
- 유역 및 시설유형, 삭감량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 시설별 맞춤형 최적관리 추진(4개소)
- 전문지식 및 시설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추진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2013.01. ~ 2015.12.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3.01. ~ 2015. 12.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3.01. ~ 2015. 12.

150억원(‘13년 1,000백만원)

100억원(‘13년 833백만원)

100억원(‘13년 628백만원)

금곡동 597번지 일원

홍릉천 전역

홍릉천 배수분구 내

여과형처리시설 10,000m³

하천복원 생태습지 등 L = 7.84km

관거신설 및 개보수 L = 12.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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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가능성을 예고하는 녹색성장, 녹색 생활이 시작되는

녹색 도시, 지속가능 성장도시 구축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성장 선도도시 기반 구축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新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온실가스 12% 감축을 목표로 하는 실천계획을 수립
하고 생활 속 녹색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녹색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실천계획 100대 과제 지속 추진
+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온실가스 12% 감축 목표)
- 온실가스 기준발생량 24,673톤 중 감축계획량 2,961톤
※ 시 청사(사업소, 읍면동 포함) 건물 및 시 소유 차량 대상
+ 시민참여형 녹색 생활실천운동 확산 전개
-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그린 리더 양성
+ 저탄소 녹색 도시조성을 위한 녹색커튼 도시바람 길 시범사업 추진
- 학교 등 공공건물 벽면 1,000㎡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 녹색 도시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적응대책 실천계획 추진
- 7대 분야 70개 실천계획 수립·시행(건강, 재난·재해, 농·축산업, 산림, 물 관리, 생태계, 적응기반)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거리환경 개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무질서한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을 정비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 디자인 개발을
통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곡동 1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1.4㎞)을 완료하였고 금곡동 2차, 화도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통하여
디자인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간판 문화 확산으로 품격 높은 도시 미관 조성과 명품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금곡동 2차 구간

화도읍

어룡마을 입구~명지아파트 앞(2.5㎞)

마치터널 입구~산성마을 입구(4.5㎞)

343개 업소 715개 간판

224개 업소 483개 간판

+ 불법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환경조성
+ 슬로푸드 국제대회 대비 북한강변 불법간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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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을 따라, 강 길을 따라, 철길을 따라 펼쳐진

명품 산림휴양 인프라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자원의 메카(mecca) 조성
숲길, 철길, 들길을 활용한 다산길 조성을 완료하였고 생태 체험형 참살이 명품수목원, 추억의 폐 철로 생태복원
사업,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 동·북부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과 생태자원의 메카로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특화한 생태교육 및 숲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물 맑음 수목원 및 숲 속의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수동면 지둔리 12ha, 2011. ~ 2015.)
- 건강 숲 체험지구 등 7개 지구 20개 테마원 조성
- 목재전시 및 체험 공간(목재이용교실, 목재 놀이시설, 한지뜨기 등) 조성
+ 건강하고 푸른 숲 가꾸기 추진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 심기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 산림가치를 제고하고 숲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품질 높은 숲 가꾸기 추진(관내 임야 700ha)
-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433ha), 임도 사업 및 위험 수목 제거사업 추진
+ 숲길네트워크 구축사업(백두대간 정맥 및 등산로 정비 20km)
+ 친환경 걷기코스 다산길 정비사업(13개 코스,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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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곳곳에 숨겨진 시민 쾌적공간, 여가 활용공간

명품 공원 조성계획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명품공원 조성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건전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계획, 전략계획,
실천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친환경 공원조성 및 도심 속 워터프런트 실현
+ 특색있고 차별화된 랜드마크 공원조성
- 지금동 황금산 문화공원(49,251㎡ 2010.01.~2015.12.)
- 도농동 경관광장 조성(8,570㎡ 2008.12.~2014.12.)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휴식이 즐거운 도시공원 조성
- 평내 2호 근린공원(14,447㎡ 2011.05.~2014.12.)·
- 화도 근린공원(79,155㎡ 2008.01.~2015.12.)
- 묵현 2리 어린이공원(2,096㎡ 2013.01.~2014.12.)
+ 도심 속 워터프런트 실현 및 문화가 어우러진 놀이 공간 창출
- 오남 호수공원(수변 산책로 2.55km 2008.10.~2013.12.)
- 광암 저수지 수변공원(11,064㎡ 2011.03.~2013.12. )
- 늘을 중앙공원(17,081㎡ 2010.01.~2015.12 )
>> 강, 물, 바람을 담은 자연 친화적 한강공원 조성
+ 한강둔치 및 수변에 차별화된 자연 친화적 공원 조성
- 한강시민공원(덕소 삼패지구)(239,882㎡ 2008.12.~2014.12.)
- 4대강(북한강) 수변공원(다산지구 166,655㎡ 진중·송촌지구 482,233㎡) 유지관리
+ 한강시민공원(삼패지구) 무더위 쉼터 운영
- 물놀이 시설(바닥분수, 터널 분수 등), 잔디밭 및 유휴공간 그늘막 설치 등
>> 친환경 여과 정수시스템 도입으로 청결한 워터-파크 운영
+ 관내 물놀이장에 친환경 여과 정수시스템 설비를 도입하여 더욱 맑고 청결한 워터-파크(물놀이장) 운영
- 문화와 공연이 함께하는 물놀이장 운영
+ 물놀이장 현황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15개소 25,590㎡

1개소

4개소

8개소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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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위생적,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

스마트한 에코시스템
>> 에코시티를 향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환경친화적 자원사회 구축
+ 광역[남양주·구리]환경에너지 센터 건립 추진
- 남양주시·구리시 기본 협약서 체결(2012.10.)
- 사업비 확보 등 능동적 대처 기반 마련
+ 별내 클린센터 및 자동클린넷 인계·인수 및 효율적 운영
- 별내 클린센터 및 자동클린넷 인수·인계 추진 기본방향 수립
+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한 전처리 시설 설치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5개 단지 2,419세대)
>> 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 납부 필증의 바코드 인증과 연계한 수거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지별 배출량 파악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 철저 및 폐기물감량 우수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착한 ‘소비’, 착한 ‘나눔’,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2012년부터는 4개 권역별 점프벼룩시장을 매주 1회 개장하고 있습니다.
매회 10,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복합 문화 활동이 가능한 지역문화 공간 조성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2012년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운영성과
- 4개 권역 18회(마석광장, 호평체육문화센터, 진접 수질복원센터, 삼패동 한강시민공원)
개장횟수

참여인원

참가팀

공연팀

자원봉사자

기부금

비고

18회

132,500명

5,543명/176개팀

140개팀

1,020명

6,745,360원

전액기부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및 자원순환·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나눔(기부) 문화 확산 기여
-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복합 문화 활동이 가능한 지역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 2013년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글로벌화
- 남양 주점프벼룩시장 정기개장 활성화(4개 권역별 주 1회, 연 20회 정기 개장)
- 차별화된 문화콘텐츠개발로 관광 자원화
•다문화가정, 외국인 참여 활성화로 판매물품과 참여 시민의 다양화
- 창의적 시민참여형 벼룩시장 운영
•다양한 인적자원의 소통과 융합으로 참된 시민참여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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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물, 더욱 깐깐하고 까다롭게!

고품질 수돗물 공급
철저한 관리, 고품질의 수돗물 제공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과 제공을 위해 남양주는 까다로운 정비단계와 급수관 관리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과 정수장 고도화 사업추진으로 먹는 물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96.4%에서 96.5%로 향상했고, 효율적 상수관리시스템 구축과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으로 유수율을 85%에서 86%로 향상했습니다.
+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사업 상수도 보급률 향상(96.4% ⇒ 96.5%)
- 수동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2단계) 관로 신설 L=6.1km
- 관내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화도읍 차산리 외 13개소 L=10,335m)
+ 상수관로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유수율 제고(2011년 85% ⇒ 2012년 86% ⇒ 2013년 87%)
- 유수율 제고사업(불량관 교체공사 L=1.2㎞,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7개 블록, 감압밸브 설치공사 5개소)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화도 정수장 Q=55,000㎥/일, 도곡 정수장 Q=16,000㎥/일)
- 노후 수도관 성능 개선(노후관 교체 또는 관 기능 갱생)
+ 맛있고 건강한 차별화 된 수돗물 공급 ‘다산 水 브랜드화’
- 탄산 또는 산소를 주입한·건강한 다산 水(스파클, 옥시겐)·개발·공급
※ 탄산·산소 수 효과 : 음식물 조리 시 잡냄새 제거 및 흡수율이 높아 잔병치레가 적어짐
- 자화 육각수 개발·공급
※ 인체를 구성하는 물과 같은 구조로 약알칼리성의 유익한 물

>> 경영합리화와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감동 구현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고 상수도시설장 통합감시프로그램의 최적화 환경 구축과 상하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 수도 계량기 무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 누수 제로화 및 동파 방지 효과 기대(수동·조안 및 금곡·가운동 주거밀집지역 우선 설치)
+ 민원 유형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추진
+ 지하수 이용부담금(하수도 사용료) 카드납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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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2,500만 수도권 시민 상수원 안전성의 획기적 제고
>> 환경기초시설분야 선진시스템 구축 기틀 마련
선진 하수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가 포럼 개최를 통한 민·관 협조체계의 기틀을 마련하
였고, 통합관리·통합제어체계 및 통합안전망 구축과 민간인 참여체계 도입 등 현 하수관리시스템의 혁신적 개선을
통하여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 선도자형 하수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환경오염 예방적 차원의 선진화된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창조적 물·자원 순환 하수도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수도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그동안 실추되었던 이미지를 개선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 2020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의무제)
+ 인구 98만 8천명의 개발수요에 맞는 환경기초시설 확보
+ 선진 환경정책 추진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시설 확충
+ 저 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사업 추진
+ 2012년 오염원자료 관리를 통한 의무제 대비
>> 완벽한 하수관 구축을 위한 하수관거의 혁신적 정비
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화도 하수처리구역에 유입되는 불명수 10,000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도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인 묵현천, 월산천, 구운천 수계와 진건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인 왕숙천 수계 등 관내
1,000㎞의 차집관거, 간선 하수관거의 혁신적인 정비를 통하여 불명수를 차단하여 하수관거의 완전한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 남양주시 일원(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및 1·2단계 미시공 구간)
- 오수관로 신설 L=39.7㎞, 배수설비 1,989개소 2011.11.~2015.05.
+ 불명수 차단을 위한 노후 차집관로 개선
-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 L=44.8㎞
- 삼패중계펌프장 압송관거 개선 L=1.8㎞
+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 오수관로 신설 및 보수 L=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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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적 시스템으로 환경기초시설 완비
도시 확장과 대규모 택지개발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하수발생량 증가와 기존(구리, 화도) 하수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야기되는 방류하천 및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와 도시생활의 환경보전, 공중보건,
위생향상 및 북한강의 수질을 회복시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신·증설과 기존 처리장의 공정
개선, 고도처리시설, 간이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오염원을 완벽 정화함으로써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을
살리고자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월산푸른물센터 신설(화도읍 답내리 일원 하수처리장 설치 Q=17,000㎥/일)
+ 화도푸른물센터 역세수 처리시설 설치(화도푸른물센터 내 Q=4,300㎥/일)
+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진건읍 배양리 진건 푸른물센터 내 V=45,000㎥)
+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설치(저류조 V=7,500㎥, 간이처리시설 Q=86,000㎥/일)
+ 총인처리시설 설치(진건·가운·진접푸른물센터)

>> 환경교육의 장 운영
연간 18만명의 관광객(견학)이 방문하고 있는 화도푸른물센터는 방류수를 이용한 피아노폭포, 피아노화장실,
S자 물놀이 시설, 연결데크 등 창의적인 하수처리장 공원화를 조성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휴식 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공원 및 환경체험관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하수처리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시설장 견학과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06

2013 NAMYANGJU | 희망가득, 2013 남양주 시정계획

107

>>

06. 2013 남양주 / 세부 실천계획 > > ●● Plan 6. 생기

468.97
(도로연장 340.7km + 자전거 도로 128.27km)

어디로든 열려진 쾌적한 교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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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06
생기

>

사람과 환경이 존중받는
교통시스템을 갖춰갑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여 거미줄 같은 교통망을 조성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남양주만의 특성에 맞춰 자연 친화적인 도로망의 확충과 함께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교통환경,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교통환경으로 남양주의 가치를 높여갈 것입니다.

06. 2013 남양주 / 세부 실천계획 > > ●● Plan 6. 생기

편리한 교통, 녹색 환경을 호흡하는

교통환경과 인프라 확충
친환경 녹색 교통기반 구축
빠르고 안전한 철도망 확충으로 동북부 교통거점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활짝 열린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가 갖춰진 남양주에서는 교통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은 쾌적한 생활의 가장 기본 척도이며, 남양주 관내를 잇는 도로망을 비롯하여 편리한 전철망까지
시민이 원하는 어느 곳으로든 빠르게 연결됩니다.

+ 국·도비 확보노력으로 SOC사업 재원 마련
- 2012년 922억원 ⇒ 2013년 41개 사업 국·도비 1,103억원 확보
+ 녹색 철도망 확충으로 동북부 교통거점도시 발판 마련
-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상봉~춘천 81.3km, 2010.12.)
- 경춘선 준고속 열차(ITX) 운행(용산~춘천 98km, 2012.02.)
- 경춘선 별내역 개통(2012.12.) / 경춘선 묵현역(가칭) 신설(2013.06. 개통 예정)
+ 복선전철 연장사업 조기 시행
- 별내선(8호선) 연장(2006.～2019.) / 진접선(4호선) 연장(2010.～2019.)
- 별내역 환승센터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확정(2012.11.)
+ 폐 철도 구간 등 친환경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구축
- 북한강 구간 14.74km / 경춘선 구간 7.10km
+ 한강, 북한강 등 128.27km 자전거길 조성으로 시민 행복지수 제고
+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
총 계획

개설완료

설치 중

중기계획

장기계획

265.60km

128.27km

79.73km

30.40km

27.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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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이 활짝 웃는

시민 우선의 교통시스템
시민 밀착형 교통편의 시스템 구축
시민 밀착형 교통수단을 시민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관내 어디로든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 환경 개선과 시민의 편의 도모를 도모하였고,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불합리한 지·간선체계 개편, 비효율·굴곡·장거리 노선 조정 및
과다, 중복노선 개편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3단계 구축사업 착공(2012.11.)
- 국지도 86호선 및 주변도로 총 25km / 교통정보수집 제공 장치(36개소), 자가 통신망 구축 등
※ 구축현황 : 지방도 383호선 외 5개 노선 총 50.9km
+ 교통체계개선사업(TSM)(화도읍, 평내동, 일패동 4개소) 및 회전교차로 1개소(차산1교 삼거리) 설치
+ U-통합센터 구축(지금 보금자리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지상 5층 지하 2층 8,800㎡, 2013.~2014.)
+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추진(2012.04. ~ 2013.12.)
+ 2013년 남양주-가평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추진(첨단화 승강장 약 25개소)
※ 구축현황 : 첨단화 승강장 516개소(2007.~2012.) 설치 완료, 향후 300개소 설치

구분

계

1단계 BIS

2단계 BIS

수도권
광역 BIS

수량

516개소

30개소

60개소

213개소

남양주-가평
남양주-가평-춘천
민간사업 BIS
광역 BIS
광역 BIS
60개소

111개소

시 기 2007~2012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1~2012 2008~2012

42개소
2012

+ 버스노선 서울이동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로 서울~남양주 주요 거점 연결로 이동 편의 제공
- 강남·잠실역 11개 노선 106대, 청량리 10개 노선 173대
- 강변역 10개 노선 139대, 석계·당고개역 4개 노선 52대
+ 대중교통 체계개편 추진(버스·철도) : 버스 71개 노선 618대
- 버스 증차, 배차간격 조정, 교통 신규수요 발생지역 노선 개설, 비효율·굴곡·장거리 노선 조정
-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으로 불편해소 및 서비스 향상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민중심 교통정책 추진, 브랜드 콜택시 운영 내실화
+ 대규모 택지개발(진접·별내)지구 교통대책 추진 ⇒ 연차별 입주 시기에 따른 지속 관리
+ 사능역 공영주차장 설치 500면, 거주자 우선 및 유휴지(자투리) 공영주차장 설치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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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동서남북으로 쾌적한 도로망이 펼쳐진

수도권 동북부 교통의 관문
남양주 곳곳에 펼쳐질 편리한 도로망
어디로든 열려진 명품도로망, 유쾌, 상쾌, 통쾌한 교통의 남양주가 됩니다.
남양주시는 수도 서울 동북부 교통의 관문으로 5개 노선의 국도가 통과하는 등 교통량은 많으나 도로여건이 미비
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어 주요간선도로의 정비와 우회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을 통하여 사통팔
달의 도로망을 지속해서 구축하고 있으며, 도로연장은 고속도로 22.4km, 일반국도 93km, 국지도 63.2km,
지방도 59.1km, 시도 16.7km, 시의군도 86.3km로 총 29개 노선 340.7km이며, 도로 포장율은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창현~차산, L=0.94km, B=21~30m / 2008.~2012.)
(마석우리 경춘연립~묵현리 너구내, L=0.94km, B=21~30m / 2008.~2012.)
군도 8호선(차산~삼봉)도로 개설공사 (L=6.8km, B=8~12m / 2006~2014.)
군도 9호선(마석~송천)도로 개설공사 (L=4.1km, B=20m / 2010~2015.)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설공사 (L=8.34km, B=10m / 2005.~2013.)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 개설공사
(L=2.5km, B=20~25m / 2007.~2016.)
진접 도시계획도로(중1-102호) 개설공사 (L=490m, B=20m / 2010~2013.)
퇴계원 도시계획도로(소2-10호) 개설공사 (L=60m, B=8m / 2010~2012.)

국도 교통량 분산

국도 46호선(진관 나들목~사능 나들목) 개설·확장공사 (2009.~2014.)
국도 47호선(퇴계원~진접) 개설공사 (L=11.36km, B=20~34m /
2005.~2014.)
- 2012.06. 진관 나늘목 ~ 신월 나늘목 구간 임시개통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개통 (L=11.2km, B=20m / 2011.09)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개설공사 (L=4.9km, B=20m / 2010.~2015.)

서울로의 접근성 향상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L=2.38km, B=25m / 2005.~2014.)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준공 L=1.5km, B=35m /
2006.12.~2012.09.)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 덕송~내각 고속화도로(2010.10.~2015.12.)
※ 별내면 덕송리 ~ 진접읍 내곡리 L=4.9km, B=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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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 왕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2012.06. 설계완료, 2012.11. 보상계획 공고)
- 진접읍 연평리~ 부평리 일원 L=9.8km
+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2009.07.~2015.12.)
- 진접읍 부평리(생태습지 A=24,000㎡), 장현리(장현공원 A=40,000㎡)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정비) 수립 8개소(2013.12.)
+ 마석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2013.08.)
+ 지방하천 정비사업
-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2014.12.)
- 진건천 개수사업(2014.12.)
+ 소하천 정비사업
- 상독정천 소하천 정비 사업(2013.06.)
- 원차산천 소하천 정비 사업(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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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라이프 남양주
Slow Life in Namyangju

유기농에서 슬로푸드까지

수도권 최초의 슬로시티, 남양주
남양주시는 서울에서 동쪽으로 약 26Km 지점에 있는 국제 슬로시티이다.
서울에서 30분, 인구 60만여명, 수려한 산과 물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으로 자연과 정주 공간,
농촌과 도시, 전통과 미래가 잘 어우러진 친환경 계획도시로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유기농의 메카로서 30년 농업발전을 이끌어온 남양주는 2007년 한국 슬로푸드 운동의
발상지로서, 2010년 수도권 최초의 슬로시티로 인정받았으며,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의 발판과 위상을 마련했다.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는 그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며
앞으로 남양주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슬로푸드의 중심에 서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한국의 슬로푸드
Slow Food of Korea

바른 먹거리를 다 같이 나눕니다

한국의 슬로푸드
슬로푸드는 오늘날 좋은 음식의 대명사로 불린다.
좋은 음식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되고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
1989년 시작되어 현재 153개국 1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슬로푸드는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화된 먹거리 시스템의 기본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슬로푸드운동은 2007년 남양주시에서 (사)슬로푸드문화원이 출범하면서 테라마드레 코리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내 최초로 2010년 남양주시에서 조직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슬로푸드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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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보면 세상을 알고 음식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슬로푸드 철학
+ You are what you eat
-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 슬로푸르란?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먹을거리 (Good, Clean and Fair)
- 좋은 음식 Good /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으며 몸에도 좋은 맛있는 음식
- 깨끗한 음식 Clean / 농약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방법으로 생산된 음식
- 공정한 음식 Fair / 생산자와 노동자가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를 받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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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슬로푸드 대회

Euro Gusto
프랑스 뜨루시
홀수년도, 유럽

Salone del Gusto
이탈리아 토리노시
짝수년도, 전 세계

AsiO Gusto
대한민국 남양주시
홀수년도, 아시아·오세아니아

AsiO Gusto (아시오 구스토)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줄임말 아시오
+
‘맛을 즐기다’의 구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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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Korean Slowfood

+ 추진배경
- 이탈리아 슬로푸드세계대회 153개국 1,310개 지부 참여
- 이탈리아 슬로푸드세계대회 지역경제유발 효과 4천만 유로(2010년 토리노시 개최) 검증
- 남양주시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 개최 성공적 평가에 따른 기존시설활용도 90%
- 아시아·오세아니아 테라마드레, 슬로푸드의 중심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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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건 : ‘생산은 유기농, 밥상은 슬로푸드’
- 기 간 : 2013. 10. 1 ~ 10. 6 (6일간)
- 참 가 : 아시아·오세아니아 62개국 중 40여개국의 농·축산업 관계자, 학자, 요리사 등
- 관람객 : 약 30만명
- 행사장 :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전시, 체험) /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콘퍼런스)
- 면 적 : 제1행사장(219,310㎡) 제2행사장(43,000㎡), 주차장(144,000㎡) 확보
- 주최·주관 : (사)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조직위원회

118

2013 NAMYANGJU |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2013년 10월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슬로푸드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 행사내용
- 전시행사 슬로푸드 한국관, 국제관, 주제관, 도시농업관
- 교육체험 미각교육관, 식생활교육관, 테이스트워크숍관, 김치체험관, 떡 문화체험관
- 국제학술 테라마드레, 청소년포럼, 지역과 음식콘퍼런스
- 비즈니스 파머스&어스마켓, 세계유기농마켓, 아시아·오세아니아 식품네트워크
- 이벤트 슬로푸드영화제, 아트페어, 슬로푸드바자회, 슬로푸드요리경연대회

+ 기대효과
- 지역경제유발 효과 371억원(고용창출 900여명)
- 국가경제파급 효과 1,066억원(고용창출 2,000여명)
- 국가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2,500억원(국민건강 식생활 습관병 감소유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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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란 의미를 되새겨보면 그 속에는
‘아직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어렵고 힘든 긴 터널과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남양주는 2013년의 새로운 해를 맞으며‘희망의 빛’
을 보았습니다.
그것은‘사람’
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꿈을 향해
앞으로, 앞으로 정진한다면 2013년 남양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소(强小)도시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남양주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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