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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으로 가득 찬 그 첫걸음
두근두근, 설렘 - 그 가벼운 듯 기분 좋은 시작.
2006년 7월 남양주의 첫걸음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아
시민 모두가 바라는 ‘더 행복한 남양주, 더 새로운 남양주’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와 설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동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12년의 수상성과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NAMYANGJU
RESULT
REPORT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장 이석우입니다.
2006년 7월 제5대 남양주시장으로 취임 후
‘인구 100만 명품자족도시 남양주’를 꿈꾸며,
시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느 덧 1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 시간만큼 2006년 인구 46만의 중소도시였던 남양주는
명실상부 인구 67만의 전국 10번째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변화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10만 시간을 함께한 남양주 시민의 열정과 참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2006년 취임 당시 남양주는 각종 규제와 부족한 도시 인프라,
열악한 재정, 지역 불균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저는 인구 46만의 중소도시 남양주를
‘특별시 보다 더 특별한 명품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농부의 마음으로 지난 12년 동안 씨를 뿌리고 땀과 열정으로 가꾸어
오늘 날의 ‘인구 67만 명품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20년 인구100만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라는
큰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67만 남양주 시민과 함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특별시 보다 더 여유로운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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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2014.07 ~ 현재

제7대 남양주시장

2010.07 ~ 2014.06 제6대 남양주시장
2006.07 ~ 2010.06 제5대 남양주시장
2006.

세계도자기엑스포 대표이사

2005.02 ~ 2006.01 경기도 행정2부지사
2003.02 ~ 2005.02 경기도 수원시 부시장
2002.07 ~ 2003.02 경기도 고양시 부시장
1999.10 ~ 2002.07 경기도 안양시 부시장
1999.02 ~ 1999.10 경기도 평택시 부시장
1998.03 ~ 1999.02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
1995.10 ~ 1997.01 경기도 광명시 부시장
1995.04 ~ 1995.06 경기도 구리시 시장 직무대행
1995.01 ~ 1995.04 경기도 보사환경국장
1994.05 ~ 1994.12 경기도 지역경제국장
1994.01 ~ 1994.05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장
1992.11 ~ 1994.01 경기도 시흥시 부시장
1989.07 ~ 1992.11 경기도 미금시 부시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해군사관학교 25기 학사
주요 수상실적
201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챔피언 시장
2017.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공공혁신부문 대상
2017.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지방자치 대상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미래경영 CEO
2013.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대상 복지시스템 발전공로 부문 대상
2012. 2013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소통경영 부문 대상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 2017. 사회적 경제 분야 최우수상
- 2017.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 2015. 일자리분야 최우수상
- 2011.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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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야기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남양주의 어제와 오늘
- 12년의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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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첫번째 이야기
제1장 남양주의 어제와 오늘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제1절 일반 현황
++ 1. 위치 및 특징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동북부에 자리하며 수도 서울에서 동(東)으로 26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동북방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1특
별시, 5시, 2군과 접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동(東)으로 양평군과 가평군, 서(西)로 서울특별시, 의정
부시, 구리시, 남(南)으로 하남시와 광주시, 북(北)으로 포천시와 접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은 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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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기도의 4.5%이다.

+ 지리적으로 수도권 동북부에 자리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
+ 기능적으로 동북부지역의 거점도시이자 남북한 연계관광의 중간 거점도시
+ 공간적으로 도시지역의 산재로 중심성이 미약한 다핵 공간구조의 도시
+ 역사적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와 학문적 뿌리를 둔 역사 도시
+ 문화적으로 실학답사, 역사탐방, 레저문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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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지닌 청정 환경의 녹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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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1st

첫번째 이야기

+ 1986.01. : 구리읍이 시 승격으로 분리
+ 1989.01. : 미금읍이 시 승격으로 분리
+ 1995.01. : 남양주시 신설(미금시·남양주군 통합-3읍 5면 6동 1출장소)

+ 2006.07. : 민선4기 출범(제5대 이석우 남양주시장 취임)
+ 2006.09. : 8272민원센터 개소
+ 2007.04. : 희망케어센터 개소
+ 2007.09. : 기업지원센터 개소
+ 2007.11. : 남양주도시공사 업무개시
+ 2007.12. :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덕소~팔당)
+ 2008.02. : 금곡동주민자치센터 준공
+ 2008.04. : 별내도서관 개관(4번째 도서관)
+ 2008.04. : 진건읍 행정타운 준공
+ 2008.05. : BIS(버스도착정보 제공 서비스) 업무개시
+ 2008.06. : 와부읍 행정타운 준공
+ 2008.10. : 인구50만 대도시 진입
+ 2009.05.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사업 선정
+ 2009.07. : 와부도서관 개관(5번째 도서관)
+ 2009.09. : 평생학습 러닝숍 개관 / 가운택지지구 준공
+ 2009.10. : 실학박물관 개관
+ 2009.11. : 별내면 청사 준공 / 호평동 주민센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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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 : 호평체육문화센터 개관(2번째 체육문화센터)
+ 2009.12. : 호평 택지개발사업 준공
+ 2009.12. : 다산신도시(지금진건지구) 착공(2009.~2018.)
+ 2010.02. : 와부체육문화센터 개관(3번째 체육문화센터)
+ 2010.03. : 청소년수련관 개관
+ 2010.04. : 평내도서관 개관(6번째 도서관)
+ 2010.05. : 오남도서관 개관(7번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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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 : 남양주역사박물관 개관 / 덕소삼패지구 한강시민공원 개장
+ 2010.06. : 화도읍 청사 준공

+ 2010.07. : 민선5기 출범(제6대 이석우 남양주시장 취임)
+ 2010.10. : 점프벼룩시장 개장
+ 2010.11. : 수도권 최초 국제 슬로시티 인증
+ 2010.12. :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망우~춘천) / 다산로 조성
+ 2010.12. : 사능~오남간 도로 준공
+ 2011.01. : 다산길 13개 코스 조성
+ 2011.05. : 평생학습도시 지정
+ 2011.08. :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개통 / 2011 세계태권도 한마당 개최
+ 2011.09. :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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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4. : 남양주군 신설(양주군에서 분리)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2. 성장과 변천

+ 2011.11. : 진접국민체육센터 개관(4번째 체육문화센터)
+ 2011.12. : 별내 에코랜드 조성 / 진접 택지개발사업 준공
+ 2012.01. : 별내동 개청(5읍 4면 7동)
+ 2012.02. : 경춘선 ITX(준고속 열차)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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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첫번째 이야기

+ 2015.10. : 2015 슬로라이프국제대회 개최

+ 2012.09. :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승인(인구 98만 7천)

+ 2015.11. : 별내 에코랜드 수영장 개관(7번째 체육문화센터)

+ 2012.09. : 퇴계원~신내간 광역도로 준공

+ 2015.12. : 별내선 복선전철(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착공

+ 2012.12. : U-통합센터 개소 / 퇴계원도서관 개관(8번째 도서관)

+ 2015.12. : 자전거 레저특구 지정 /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통

+ 2012.12. : 광릉테크노벨리 준공 / 경춘선 별내역 신설(개통)

+ 2016.01. : 행정복지센터 3개소 개청

+ 2013.01. : 인구 60만 돌파

+ 2016.06. :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착공 (8번째 체육문화센터)

+ 2013.06. :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 2016.07. : 별빛도서관 개관(11번째 도서관) / U-Ctiy 통합센터 개관

+ 2013.08. : 별내동 주민센터 준공

+ 2016.08. : 별내동 장난감도서관 개관

+ 2013.10. :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 개최

+ 2017.02. : 행정복지센터 8개 권역 전면 개청(5개 권역 추가 개청)

+ 2013.12. : 진접도서관 개관(9번째 도서관) /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준공

: 남양주 풍양보건소 개청 /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 2013.12. : 진관산업단지 준공 / 북부보건센터 개소

: 지급동 종합행정타운 개청

+ 2014.01. : 전국 최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 2017.04. :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개통

+ 2014.02. : 오남체육문화센터 개관(5번째 체육문화센터)

+ 2017.05. :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 2014.03. : 진접푸른숲 도서관 개관(10번째 도서관) / 감성체험시설 조성

+ 2017.06. : 평내동 약대울 체육공원 물놀이장 개장(18번째 물놀이장)

+ 2014.04. : 별내택지개발 사업 준공(1단계) / 46번국도(진관IC~사능IC) 준공

+ 2017.09.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챔피언 시장 선정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2012.05. : 유기농 시범단지 개장 / 실학생태공원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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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개최
: 호평도서관 개관(12번째 도서관)

+ 2014.09. : 경춘선 천마산역 신설

+ 2017.10. : 남양주 중앙도서관 착공(13번째 도서관)

+ 2014.12. : 진접선 복선전철(지하철4호선 연장) 사업 착공 / 별내빙상장 개관

+ 2017.11. : 화도 천마도서관 설계 착수(14번째 도서관)

+ 2015.01. : 사능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
+ 2015.06. : 금곡 산업단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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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 : 민선6기 출범(제7대 이석우 남양주시장 취임)

: 수동 체육센터 설계 착수(10번째 체육문화센터)
+ 2018.03. : 진건 체육센터 착공(9번째 체육문화센터)

+ 2015.07. : 어린이비전센터 개관
+ 2015.08. : 화도체육문화센터 개관(6번째 체육문화센터)
+ 2015.09. :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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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1st

첫번째 이야기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주택

수상실적

135,402호→201,407호

380회

종합행정타운

체육센터 및 박물관

도서관 및 감성시설

1개 → 10개소

1개소 → 13개소

3개 → 30개소

공원 및 녹지

기업체

도로연장

260개소 → 401개소

1,168개 → 2,465개

302.8km → 598.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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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7만명 → 67만명

★ 그 밖에 : 국제대회 5회 개최 / 택지개발 6개소 / 산업단지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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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1st

첫번째 이야기

>> 남양주의 어제와 오늘
구 분
일반현황
(3)

지표명

2017.10.
(민선6기 현재)

달라진 모습

4배↑

주 택

135,402호

210,407호

75,005호

1.6배↑

아파트

67,039호

153,441호

86,402호

2.3배↑

도 로

302.8㎞

598.5㎞

295.7㎞

1.9배↑

교통체계 개선

-

125개소

125개소

첨단화 승강장

-

763개소

763개소

57개 노선 (463대) 138개 노선 (1,033대)

81개 노선

2.4배↑

1.4배↑

재 정

4,665억원

1조 4,572억원

9,907억원

3.1배↑

1,349명

1,773명

424명

1.3배↑

종합행정타운

1개소

10개소

9개소

9배↑

학 교

82개교

117개교

35개교

1.4배↑

유치원

80개원

109개원

29개원

1.4배↑

어린이집

424개소

671개소

247개소

1.6배↑

학습등대

-

100개소

100개소

도서관

3개관

12개관

9개관

박물관

-

3개관

3개관

감성체험시설

0개소

18개소

18개소

18배↑

도시공원

44개소

143개소

99개소

3.3배↑

산업단지
(미니단지 포함)

-

24개소

24개소

24배↑

전력사용량

체육문화센터

1개소

7개소

6개소

7배↑

공공체육시설

39개소

90개소

51개소

2.3배↑

희망케어센터

-

9개소

9개소

391개소

709개소

318개소

-

4개소

4개소

병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8배↑

달라진 모습
6개소

20만명

4배↑

2017.10.
(민선6기 현재)
8개소

67만명

버스노선
도시기반
(16)

2006.07.
(민선4기 출범)
2개소

47만명

물놀이공원

18

택지지구
2006.07.
(민선4기 출범)

인 구

공무원수

삶의 질
(15)

지표명

자동차등록현황

149,072대

261,262대

112,190대

1.8배↑

여객차량

1,326대

1,696대

370대

1.3배↑

기업체

1,168개

2,465개

1,297개

2.1배↑

-

7개소

7개소

184만MWh

278만MWh

94만MWh

1.5배↑

도시가스 공급률

73.4%

85.1%

11.7%

1.6배↑

상수도 보급률

85.4%

96.7%

11.3%

1.1배↑

하수도 보급률

86.3%

96.2%

9.9%

1.1배↑

12대

799대

787대

66.6배↑

방범 CCTV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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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3. 지표로 보는 남양주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1st

첫번째 이야기

지난 35년 공직생활 동안 경기도내 11개 시·군의 부단체장과 시장 직무대행 그리고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 명품도시 남양주 · · · 전국 10번째 대도시로 우뚝 서다
1995년 도농복합도시로 발족될 당시 인구 23만이 현재 67만으로 전국 10번째 기초자치단자체로 우뚝

역임하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섰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시민과 함께한 도전이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난 12년의 성과 속에는

이제는 2006년 7월 민선4기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한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남양주시장의 임기를 마무리

남양주의 잠재력과 희망이 숨어 있다.

하는 시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벅찬 감동과 회한이 교차합니다.
저는 남양주 시민과 함께한 100,000시간의 발자취를 성과보고서에 담아 남양주시가 나아갈 길과 대한
민국 지방자치의 표준 모델이라고 자부하며 만들어낸 12년의 시정 성과와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시민과 함께한 100,000시간

남양주시의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양적인 도시성장과 무분별한 산업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문 밖을 나서면 푸르름이 가득한 자연과 만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지친

01

일상에서 생활의 여유를 느끼며 만족할 수 있는 슬로라이프 도시, 이웃 간에 정감이 넘치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세계 제일의 복지도시, 누구나 일하 수 있고 생활환경이 더욱 윤택한 자족도시로 성장하였다.

저는 2006년 7월 민선4기 남양주시장 취임
당시 “남양주시를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
겠다”고 47만 남양주 시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취임당시 남양주시는 각종 규제와 부족한 도
시 인프라, 열악한 재정, 지역 불균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저는 지난 35년 공
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양주의
나아갈 길과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양주 시민과 함께 2006년 인구 46만의 중소도시였던 남양주를 명실상부 인구 67만의 전국 10번째 명품자
족도시 남양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변화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100,000시간을 함께한
남양주 시민의 열정과 참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20년 인구100만 미래형 자족

이제는 행정복지센터 전면시행으로 체육, 문화, 학습 행정 및 복지까지 내집앞 10분 거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행복텐미닛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진 명품도시 남양주로 주목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민선6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남양주 비전플랜 2020'을 선포하고 특별시보다 더
특별한 명품도시 남양주의 초석을 다졌다.
‘남양주 비전플랜 2020’은 우리시가 추구하는 미래 도시 비전인 교육과 주거· 여가 · 산업· 상업 등 자족기
능을 갖춘 이상도시의 모습 이 온전히 녹아든 실천계획으로 경제, 도시, 복지 문화, 보육· 교육 등 5개 분야,
31개 실천 전략과 113개의 핵심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新성장산업 기틀 마련, 주거와 일자리, 경제활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여의도 연적의 3.8배
규모의 5개 복합단지개발과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자족형 기업도시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철 진접 4호선 · 별내 8호선, 별내~진접선 연결사업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오남· 수동
간 국지도 98호선 개설 등 사통팔달 도로 · 교통망 사업까지 ‘남양주 비전플랜 2020’의 핵심 사업은 2018
년까지 가시화 될 것이다.

도시 남양주’라는 큰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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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일등도시 · · · 명품자족도시 남양주를 꿈꾸다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1st

첫번째 이야기

행정복지센터는 수년간 관행적이던 지방행정체계를 일신하며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시가 구청
설치를 대신해 행정복지센터를 전면 시행했다.

++ 행복텐미닛 · · · 시민의 생활 패턴을 바꾸다.
행복텐미닛은 일상의 여유생활과 직결된 체육. 문화. 학습시설을 지역 곳곳에 배치해 시민 누구나 문밖
을 나서면 10분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남양주만의 신개념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이다. 남양주는

남양주는 지역이 넓고 도시와 농촌이 결합한 도농복합도시이며 생활권이 8개로 나뉜 다핵구조라는 도

서울시 면적의 75%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면서 다핵화 구조로 인해 생활권이 분산돼 지역간 불균형을 해

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해 과감히 행정체계에 현실적 변화를 준 것이다.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은 오는

소하는 것이 지난12년 동안 풀어야할 과제였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의 행복권이 보장될 수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완전한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있도록 2006년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체육·문화·학습의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조성에 주력해 왔다. 현재

남양주시는 행정복지센터로 생활권역이 같은 읍 · 면· 동을 묶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중층구조의 행정

남양주시에는 11개의 권역별 공공도서관과 101곳에 이르는 공 ·사립 작은도서관 그리고 7개소의 체

단계를 줄여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복지와 인허가 등 다양한 주민밀착형 사무를 더 가까운 현장에서 처리

육문화센터와 19개의 축구장을 비롯한 274개의 각종 생활체육경기장 시설이 지역 곳곳에 조성되이 있

할 수 있게 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제공 시간도 평균 2.1일 단축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다. 또한, 중앙도서관, 화도 천마도서관, 진건체육문화센터 그리고 수동체육문화터 등 행복텐미닛의 기반

아주 높게 나타다고 있다. 이러한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은 중앙정부로부터 ‘남양주 행정복지센터가

시설과 환경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생활자치’ 라는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행정 혁신의 사 레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행정구조 혁신 · · ·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

01

아울러 올해 권역별 행정복지센터가 전면 시행되면서 체육·문화·학습·행정·복지서비스까지 한 번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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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행복텐미닛을 더욱 확대시켜 시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2

23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1st

첫번째 이야기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 · · 남양주4.0으로 남양주의 미래를 열다

2016년 7월 거주와 일자리, 경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

2014년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전문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의 분석기법을 각 분야에 도입해서 예산

지는 2020년 인구 100만의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하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했다. 더 나아가 2017년 4월 ‘남양주 4.0’의 비전을 선포하고 제4차 산업

여 중기 발전계획인 남양주 비전플랜 2020을 수립하였다.

혁명의 시대 흐름을 선도해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

기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형도시 구축을 시작하였다.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 4.0’은 남양주시의 행정

의 생각과 가치를 가장 가까이 듣고 있는 남양주시 공직자

시스템을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도록 지능형 도시 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들이 주도해 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계획으로 경제,
도시, 복지문화, 보육교육, 안전행정 등 5개 분야 31개 전략
11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남양주의 여건과 정부·경기도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보고서에는 新 성장산업 기틀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
출, 상업 · 주거 · 산업 · 교 육 기능이 함께하는 복합단지 개

가지 전략으로 설계 되었다.
첫 번째는 다핵도시 특성을 살려 공간구조를 재구조화해 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꾸는 ‘행복
텐미닛 도시 인프라 조성 전략’이며,
두 번째는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복텐미닛 도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지능형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향후 30대 중점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기술 퍼스트 무버 표준도시 모델 정립과

주시의 핵심 사업을 총 망라했으며, 비전플랜2020 계획에

에너지 제로 시티,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등 미래 지향적 프로젝트를 추가로 실행해 오는 2020년 인구

의거 모든 사업을 순차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100만의 명품자족도시와 세계 최고의 행복도시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삶의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앞장서 모두 966억원의 투자효과와 242개의 기업 투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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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4.0’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능형 도시 실현을 위한 두

발, 사통팔달의 도로· 철도망 구축 등 미래를 대비할 남양

또한, 시민의 익량을 모아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역 내 기업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남양주 비전플랜2020 수립 · · · 2020년 인구 100만의 명품 자족도시

질 향상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시정 전반에 접목하고 오는 2020년까지 21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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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일자리 2만개를
만들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2016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다산신도시의 직· 간접적 일자리 창출에 이어 각종 도시개발 사업,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뉴스
테이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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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라이프 남양주 · · · 세계적 미식관광도시 만든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복지시스템이 중앙정

2010년 수도권 최초 국제 슬로시티 인증,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강변을

부와 지자체의 표준모델을 넘어 이제는 국제

끼고 형성된 걷기코스와 자전거도로 등을 통하여 명실 공히 슬로라이프의 메카로 도시가 차별화되고

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벤치마킹

있다.

하는 세계적 복지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유일의 슬로시티로서 천마산, 운길산 등 명산이 어우러져 있고, 북한강 수상스포츠, 자연휴양림

2017년 8월 OECD 관계자들이 우리시 원스

과 캠핑장, 다산유적지와 몽골문화촌, 그리고 다양한 박물관들로 주말이면 각계각층의 나들이객들이 천천

톱 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를 벤치마킹하고,

히 느림의 미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남양주이다. 마음의 여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슬로라이프의 메카

우리시가 자체 개발한 희망케어복지시스템을

남양주는 고요한 이끌림이 되어 주고 있다.

OECD와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슬로라이프 도시 이미지를 대외에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슬로라이프 문화

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

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패러다임 주도는 물론이며 슬로쿠킹, 슬로힐링, 슬로리빙, 슬로리딩, 슬로워킹 등

황”이라며 “희망케어센터는 시민이 자발적으

슬로라이프 생활화 5대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 지역의 미식자원을 융합한 슬로라이프 미식

로 참여하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많은 국가에

(美食) 관광 플랫폼을 조성하여 세계적 미식관굉 도시를 조성 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총 4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내걸고 공모한 '2016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대상(시상금 70억원)을 차지하며 사업성을

세계 최고 복지도시 남양주의 명품시책인 희망케어센터가 2017년 9월 출범 10주년이 됐다. 사단법인

인정받았고, 슬로라이프 미식(美食) 관광 플

희망케어센터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복지가 ‘시민이 시민을 돕는 복지’, ‘시민에 의한 시민의

랫폼 조성 사업으로 연간 800여명의 일자리

복지’로 탈바꿈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우선 복지재정 문제는 희망케

창출 효과와 990억원의 생산 효과 그리고 97

어센터를 통한 시민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260억원 모금 되었으며 후원물품

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도 매년 12만건을 넘었고, 여기에 등록된 13만2,000여명의 시민 자원봉사자(67만 시민의 20%)의 엄청난

슬로라이프국제대회 개최도시로서 오는 2020

시민이 활발히 활동하며 복지인력 부족의 난제를 남양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년 5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 2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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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센터’ 복지시스템의 관련 자료는 물론 축적된 노하우를 OECD와 공유하기로 했다.

미식도시’로 도약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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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년 슬로푸드국제대회에 이어 2015년과 2017년 슬로라이프대회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해

방문단은 “셰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어 소

권장할 만한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시와 ‘희망케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OECD가 주목한 · · · 대한민국 대표 복지모델‘남양주 희망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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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시정브랜드 · · · 희망케어센터, 8272민원센터, 기업지원센터

2011년 9월 아시아 최초로 남양주에서 개최된 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 올림픽'으로 불리는 의미

민선4기 이후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3대 시정브랜드는 희망을 나누는 일에 늘 함께 하고

있는 행사이다. 유기농 관련 전문가, 기업체 등이 76개국에서 2천899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의 행사로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희망케어, 전화 한 통으로 제공받는 고품격

기록되었습니다. 논문 접수와 발표 건수도 각각 1천17편과 737편으로 유기농대회 최다 성과를 이뤘다.

민원 행정서비스 8272, 더 큰 희망과 힘을 더하는 특화된 기업지원 서비스가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반 관람객 24만5천명이 방문했고, '유기농은 생명이다'를 모토로 조성된 국제 행사장에는 20개국 250

남양주는 국가대표 복지도시이다. 보육인프라부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진 평생 교육의 기회까지

개 업체가 참가해 세계 유기농의 무역 장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 기간 중 500만달러 상당

시민만족에 중점을 두고, 마음에 온기(溫氣)를 불어넣으며 시민의 건강까지 돌보는 복지서비스는 물론

30여건의 계약과 1천500만달러 상당 70여건의 상담이 이뤄져 국내외 바이어와 참가자들이 한국 유기농

가슴에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이름만 개명되어 전국 지자체에 확산

4대강 정비 사업에 편입된 조안면 유기농가의 대체농지

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복지정책을 정부가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정부와 시에서 제공되는 보건·복지·

확보를 위하여 2012년 5월 17.4ha 규모의 유기농시범단지

자활·고용을 비롯한 각종 지원혜택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복지전광판 시스템을 2011년 11월

를 개장하는 등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

전국 최초로 자체개발하여 특허등록도 하였다.

되고 있다. 성장기 학생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 개관한 유기농테마파크는 국내 및 세계
유일의 유기농 전문 테마파크로 친환경생태농업인 유기
농에 대한 홍보 · 교육 · 테마관광의 장으로 조성 되었으며,
유기농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미래 유기농 발전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고, 유기농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
산시키고 있다.

남양주의 8272 민원서비스는 시민 누구나가 쉽고 간편하게 전화 한 통이면 모든 민원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주며, 생활불편사항은 30분 이내 현장출동해서 3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무료수신 전용전화를 운영함으로써 365일 24시간 민원접수와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양주의 기업지원센터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0년에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대통령 표창
섬김이 대상을 수상했다.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기업이 원하는 방향
으로 처리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상 · 하수도, 반사경, 기업통합간판,
교통체계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장인 80%가 남양주에 모여 있는 전통공예인 ‘천년의 빛’ 나전
칠기 산업육성을 위해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체험학습장 운영, 공동브랜드개발 및 출원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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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케어센터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가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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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주요 역점 시책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3년 절도·도박·상해·성폭력 등 4개 분야에서 전국단위 최저
발생수치를 기록하며 분야별 안전한 도시 상위에 랭크됐고, 2015 ·2016년 2년 연속 ‘안전한 도시’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7원 개관한 1,000여㎡ 규모의 남양주시 U-통합센터에서는 방범관제 폐쇄회로 CCTV 667개소
1,976대, 교통관제 CCTV 164개소 210대, 재난관제 CCTV 67대를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며 시민
안전과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최적의 도시환경 조성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가이드라인의 구축을 목표로 2011년 8월 친환경안심도시 만들기 TF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에서
는 외부전문가와 실무 공무원이 공동으로 5개월간 연구한 친환경 개발 매뉴얼을 구축하여 강화된 비탈면
설계기준, 도시 방재성능 목표 등 각종 건설공사 지침 등을 참고로 하여 산지, 구릉지 등에서 개발시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이 제시 된 친환경 안심도시 매뉴얼을 구축
하였다. 친환경 안심도시 매뉴얼을 각종 인허가 및 공공 건설 공사시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매뉴얼을 활용하
면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기준 등으로 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시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참여행정, 시민평가와 자문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2010년 7월 민선5기의 시작을 시민준비단이 중심이 되어 시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시민참여센터를 운영
하고 시민참여 어울림 한마당과 시민참여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통한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 공감형 모바일 홈페이지(m.nyj.go.kr)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 생활
정보 제공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마을가꾸기는 살고 싶은 마을을 찾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젝트다.
주민, 전문가, 대학생 서포터즈,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워킹그룹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더불어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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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아름다운 마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생도시 녹색시민운동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2011년 지식
경제부 주관 제8회 지역산업정책 대상에서 우수상을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도시대상 선도사례에서 국무
총리상을 각각 수상하며 그 시민활약상을 인정받았다.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는 상인과 시민이 만나 지역 상권을 함께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시민들과 상인,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지역의 상권을 경쟁력 있게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문
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 워킹그룹

01

은 지역 소비운동을 제안하고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 했다.
아울러 4개 권역별로 매주 개최되는 점프벼룩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활용품을 판매교환하
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시민이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축제이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시가
함께 이루어져 남양주의 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유
연한 형태의 주민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주민주도형 숙의형 토론의 장인 현답토론회를
2014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2천여명의 시민들이 토론회의 테이블에 함께했으며 시민 퍼실리테이터들이
토론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는 주제로 공동체지
도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매핑을
지원하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청 대신 출범한 행정복지센터의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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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 동안 시민이 안전한 도시, 여성의 안전한 귀가길 보장, 아동과 노약자가 편안한 도시 등 시민의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시민안전과 소통 · 공감행정 추진

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
며 보다 신속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민관 소통과 상생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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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1st

첫번째 이야기

++ U-City 남양주 · · ·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2020년 남양주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의 도시 계획시설 정비로 인구 100만의 지

전국 최고의 유비쿼터스 교통시범도시로서 2017년 763개의 버스 정류장들이 첨단화 되었으며 교통

속가능한 녹색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공간을 구현하고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정보와 생활뉴스, 시정소식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신호시스템 구축으로 통행속도는

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한 조화롭고 매력적인 경관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자전거

7km/h 증가한 반면 교차로 지체시간은 약 40초 감소되어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되었다. 2009년 도입된

레저 특구로 지저오딘 남양주시는 2016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BRT는 버스 통행속도를 최소 18%에서 최대 45%까지 향상, 버스 통행시간 편차가 31.9% 감소됨으로

수상했다.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 등 생태하천 복원과 친수 공간 조성으로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은

안정적 버스체계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산섕태공원, 물의 정원등 자연속에서 힐링하는 녹색감성 수변공간과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은 한강
수계의 생태명소로 2016년 한 해 20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각종 영화·드라마·CF의 촬영장소가
되었다.
또한, 생활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그린베이스,
공원조성 및 녹색인프라를 구축했고 물맑음수
목원 등 힐링의 가치를 담은 생태체험장을 조성
하였고, 에너지 제로 마을 112개 조성, 도시 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등 스
마트그리드 사업과 함께 회색빛 도시의 모습을
벗고 푸른 녹색 스마트 에코도시로 변화를 이뤄
가며, 자연친화적 생활환경으로 남양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통합센터 구축과 안전지향형 교통환경 시범도시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통발전을 이끌고 있다.
가파른 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확보 및 도로 확충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이다.
버스노선은 2006년 57개 노선 463대 운행에서 2017년 138개 노선 1,033대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편
의를 크게 높였으며 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을 지속적으로 증편하고 있다.
또한, 시원하게 뚫린 도로망과 도로교통방으로 생산되는 많은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첨단 교통
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빠르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통
해서 30분 이내에 지역으로 접근이 가능해졌고 국도, 지방도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남양주시 구석 구석
을 연결하고 있고, 전철중앙선과 경춘선이 도심을 지나고 있고, 전철 4호선과 8호선 연장선이 건설 중이
며, 전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 총 연장은 2017년 331.8㎞로 2006년 대비 1.3%이상 증가했으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수석호평 고속화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덕송-상계간 광역도로와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등의 추진으로 경기 동북부 교통요지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도 46호선, 국도47호선, 국지도
98호선과 각종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등이 속속 개통되거나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7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
게 올해까지 10년간 5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양주시는 사통팔달 어디로든 시원하게 연결되는 순
환형 도로망 구축과 지능형 교통망 확대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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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보시스템과 더불어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과 도로 지능화 사업, 교통과 CCTV를 통합 운영하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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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치수 확보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미래 에코도시를 실현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전국 최초 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 · · · 친환경 녹색 균형도시 조성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1st

첫번째 이야기

++ 세계 최초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 · · 평생학습도시 남양주

2005년 까지 체육문화센터가 1개소이었으나 시민들의 웰빙 라이프를 위해2011년까지 호평, 진접, 와부

‘1·2·3 평생학습 인프라’의 핵심은 주민 거주지에서 10분 내에 학습등대를 설치하여, 남양주 시민의

3개소에 멀티 체육시설을 건립하였고 2017년 현재 화도, 오남, 에코랜드까지 총 7개소가 건립 되었으며,

가장 근접한 곳에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2018년 이후 별내, 진건, 수동 등에도 멀티 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둔다.

인들도 주말이면 남양주시를 찾아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학습등대는 아파트나 자연 부락의 유효 공간 즉,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입주자대표회의실, 마을 도서실,
마을회관, 노인정 등에 주민이 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마을학습관을 말한다.

2011년 세계 태권도한마당 성공적 개최, 1인 1종목 생활체육 전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시청 소속 송대

현재 와부읍 11개, 조안면 1개, 진접읍 18개, 화도읍 12개, 금곡동 1개, 퇴계원면 2개, 진건읍 2개, 오남

남 유도선수 런던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태권도 시범단 운영 등 명품선수 및 생활체육리더 육성, 생활체육

읍 11개, 호평동 9개, 평내동 6개, 양정동 1개, 지금동 4개, 도농동 5개, 별내면 2개, 별내동 15개소로 총

시설을 71개소로 권역별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민에게 건강과 활력을 주는 도시로 변모하고

100개의 학습등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등대별 상반기 3~5개, 하반기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있다.
권역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지킴이 그린폴리스 활성화,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심리상
담 치료 및 사후관리 등 청소년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문화·예술체험 등 주말프로
그램 운영, 중국, 몽골, 베트남, 유럽 등으로 글로벌 엘리트 차세대 지도자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
류 및 선진지 연수, 나라사랑캠프, 극기체험캠프 운영 등 학교폭력 없는, 소외 없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 공연, 문화소
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역사와 문화,

60여명의 학습매니저와 520여명의 시민강사가 100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남양주만의 독창적
평생학습시스템이다.
이러한 노력은 2015년 세계 유네스코에서 최초로 제정된 글로벌학습도시상을 세계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샘 비전스쿨, 꿈 찾기를, 중학생을 대상으
로 공부의 신, 공부법 익히기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쿨 멘토링, 진로탐색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제도, 자녀교육, 자기주도학습 1프로그램 등 학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이 어우러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한국사회

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이 하나 되는 문화체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외국인

험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몽골문화촌 시설을

주민 전체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확충하여 겨울이야기, 봄철 고로쇠 마을과 연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비전센터 권역별 건립, 공공 어린이집 수유 탁아실 확충, 친환경 농산물

여름철 성수기 야간공연, 승마체험 외승코스

제공 등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및 태교·출산교실 운영, 종일반

운영 등 이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및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인 탈무드2.0 영유아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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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청소년수련관과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이 들어서며 시민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 사회체육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스포츠가 복지다 · · · 생활 체육의 메카 남양주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1st

첫번째 이야기

또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총 20개소 목표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였으며 현재 22개소를 확충하여 목표 초과 달성하였다.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거리 시설 확충을 목표로 권역별로 설치하고 관공서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
하여 확충하고 있다.
1993년 도농도서관을 개관을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서며 도서관의 확충은 급속도로 이루어져 시민들
의 문화욕구를 충족하여 왔다. 2003년 화도도서관, 2006년 진건도서관, 2008년 별내도서관, 2009년 와부
도서관, 2010년 평내도서관, 오남도서관, 2012년 퇴계원도서관, 2013년 진접도서관, 2014년 진접푸른숲
도서관, 2016년 별빛도서관, 2017년 호평도서관이 개관하였으며 2019년 화도천마도서관과 우리시의
상징이 될 중앙도서관이 개관될 계획이다.
도서관은 특화 주제를 선정, 자료수집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의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과 문화발전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또한 363일 24시까지 운영으로 청소년 및 시민들의 학습 공간제공과 총장서 1,300,000여권으로 지식·
정보·문화 공유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위한 독서생활화 분위기 조성과 문화 공간 제공으로 지역 공동
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 슬로리딩 생활화와 명예시민사서천사가 운영하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교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 · · 평생건강 관리 체계 구축
보건, 복지 통합인프라 구축으로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사계절
방역시스템 운영,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심폐소생술(CPR) 시민 리더 육성,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약제비, 진료비 지원 등 민·관이 함께하는 성인병 관리도 해 나가고 있다.
우울증, 치매, 기초건강검사, 소근육 강화 및 성취감을 제공하는 취미·공예교실, 노년기 체력 조건을 고

01

려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년기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건강 강좌, 동요, 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건강학교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무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와 부부 출산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난임부부 체외
수정, 인공수정 지원,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
스 등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을 종합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 맞벌이와 독신자 증가 등에 따른 가정문제 예방과 치유 기능을 갖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의 지역, 계층 간 높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건강문제에 따른 건강증
진특화사업의 요구가 증가되고 다핵도시 공간구조에 맞게 10분 이내 이용 가능한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
터를 4개소를 확충하여 시민중심, 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도서관으로 재능기부와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북스타트 운동, 어린이들을 위한 방학문화교실, 상하반기 꿈나무
NAMYANGJU RESULT REPORT

문화교실, 청소년들에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다산 청소년 독서토론대회, 장년층의 경기은빛독서나
눔이, 계층별 독서동아리, 작가초청강연회 개최 등으로 인문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가고 있다.
권역별 도서관은 공연과 전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활동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9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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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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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야기

남양주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67만의 대도시이며 이 중 65세 인구가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 100歲 시대 · · ·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2006년 인구 47만의 중소도시 남양주가 훌쩍 커버려
이제는 인구 67만의 전국 10번째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80,222명(2017년 8월 기준)으로, 시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될 만큼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3개소(분관포함)인 노인복지관을 추후 2018년 내 2개소 추가로 준공·개관하여 어르신들의

이를 증명하듯
2017년 7월 취업포털 서비스기업 잡 코리아에서

다양한 여가·복지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2017년 10월 준공예정인 해피누리

서울 거주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장 이사하고 싶은 지역’

복지관은 도심 속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자립형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신개

설문조사 발표한 결과에서도 남양주시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01

념 노인복지관으로 준비 중이다.
또한 기존의 단순 휴식공간이었던 각 지역의 경로당(510개소)을 농촌체험&요리, E-sports 등 지역별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도시 불평등 완화에

특화된 테마 경로당으로 조성(2017년 9월 기준 67개소)하여 새로운 노년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아울러 복지수혜자에서 복지수혜자로 노인의 자아인식 및 역할 변화를 도모하기

챔피언 시장(The Champion Mayors)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위하여 어르신의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구축(2017년 9월 기준 12개 봉사단 170명)

2017년 9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및 1·3세대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복지·문화·교육·여가활동을 자기주도적인 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세대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OECD ‘챔피언 시장’에 선정되었습니다.

통합 융합복지 실현을 위한 신(新)노년 무브먼트’ 조성을 실천 중이다.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식사배
외감 해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차별화 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41
개 사업 2,300여개의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
며, 특히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협동
조합설립(2017.07.설립)등을 통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업형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남양주시동부상공회의소와 MOU를

이는 지난 12년간 이석우시장이 도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희망케어 복지시스템’과 ‘행복 텐미닛’등의
명품 시책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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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주7회 365일 C-케어서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부확인을 통한 소

‘2020년 인구100만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라는 큰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체결하여 기업수요를 조사한 후 기업수요맞춤형 일자
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 단순 노무일자리 위주에

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남양주,

서 고학력, 전문인력이 보유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남양주 시민입니다.

록 하는 전문형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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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남양주가 하면 표준이 된다

2007.

전국 최초, 정책자문관제 운영

2015.

국내 최초, 2층 광역버스 운행
버스 승강장 행선지 안내서비스 실시

전국 최초, 농업인 E-비지니스 멘토 양성 프로그램 운영

브랜드가 있는 노인여가공간『테마-경로당』운영

원스톱 사회복지 전달체계 - 희망케어센터 개소

남양주시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 구축

2009.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제 추진

2010.

희망케어 매니저 사업 저작권 등록

지자체 최초, 사회보장통계시스템 개발

지자체 최초, 사회적기업 지원팀 신설

전국 최초, 감성체험시설 어린이비전센터 개관

제1회 한국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

전국 최초,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전국 최초, 복지전광판 개통

전국 최초, 화도읍 10만인 대읍도시 출범

2011.

2012.

전국 최초, 4년차 친환경 비료공급을 축분수거와 연계

전국 최초, 토지사기 피해 방지 조례 추진

전국 최초, 승강장내 불법 주·정차단속 시범 운영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 수립

투명청탁민원 처리 규정’훈령 제정 공포

전국 최초, 친환경 안심도시 추진 본부 가동

책임읍면동제 개청 - 제2도약의 기반 마련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 빅데이터 선도 지자체 위상 입증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지역밀착형 공공보건서비스 -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행정 - 복지분석팀·복지지원팀 신설

2014.

2016.

전국 최초, 5회 연속 대중 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초, 유기농 시범단지 개장

전국 최초,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개소
新문화발견 프로젝트 - 일가(家)양득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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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자전거레저특구 사업 추진

수도권 최초, 남양주시 조안면 슬로시티 지정

세계 최초 유기농 박물관 유기농 테마파크

2013.

기초단체 첫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센터 개소·운영
공공부문 최초, 맞춤형 비포(Before) 서비스 운영

40

전국 최초, 공사전 안전검토제 시행

2017.

전국 최초, 최다 행정복지센터내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사업 설명회 개최
NAMYANGJU RESULT REPORT

생활불편 8272반 운영 및 전국 최초, 민원처리 매뉴얼 제작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늘

2006.

남양주시 규제개혁 최우수 도시 입증
전국 최초,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자체 미세먼지 측정망(8개소) 구축
물맑음수목원 개원 - 전국 최초, 국·공·사립 수목원 보유
국내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OECD 챔피언 시장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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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nd

2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한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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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을 되돌아보며

두번째 이야기

10만 시간의 발자취
- 분야별 주요성과
- 12년의 수상성과

보다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복한 동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nd

2

두번째 이야기

10만 시간의 발자취
분야별 주요성과

모든 행정서비스와 추진사업을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관이 함께 진행하므로 시민 주도적, 시민중심의

분야별 주요성과

제1절 소통·공감행정

남양주를 지향해 왔습니다.
시민의 발걸음에 맞춰 잰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남양주 서로 화합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남양주 지난 12년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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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두번째 이야기
혁신의 시작 지방행정체계를 바꾼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

10분이면 OK!
행복텐미닛 남양주

++다핵도시로 형성된 지역특성은 살리고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체계의 중층구조
(시청-구청-읍면동)와 공무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청 설치를 대신해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
++생활권이 8개로 나뉜 다핵구조라는 도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해 16개 읍면동
행정조직을 8개 생활권역으로 재구조화하여 권역별로 행정복지센터 설치
++생활권역이 같은 읍면동을 묶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중층구조의 행정단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와 인허가 등 다양한 주민밀착형 사무를 한곳에
서 처리
-- 1단계 3개 권역 일부 개청(2016.01.)
-- 2단계 8개 권역 전부 개청 (2017.02.)
※남
 양주행정복지센터가 ‘생활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행정 혁
신사례로 평가

시민의 삶을 바꾼
행복텐미닛

++다핵도시의 특성상 지역 간 인프라의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를 중심으로 행복텐미닛(체육·문화·학습·복지·행정) 서비스 인프라 조성
++ 내 집 앞 10분 거리 내 행복텐미닛 인프라를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복지센터 개청으로 각종 업무 처리를 위한 이동시간 단축
-- (개청前) 집→읍사무소→시청→고용복지+센터→집까지 150분 소요
-- (개청後) 집→행정복지센터→집까지 30분 소요 ⇒ 120분 단축 효과
++지역 간 각종 행정서비스 인프라 격차 해소
--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내 집 앞 10분 거리 내 체육·문화·학습·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행복텐미닛 인프라(시민 편익시설)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5%
이내
-- 전국 기준으로 체육시설 5위, 도서관 6위 규모이며, 희망케어센터, 학습
등대, 건강생활제원센터, 감성체험시설 등 전국 최다 규모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민관협업 복지허브화 모델 구축
-- 행정복지센터별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남양주형 민관협업 복지허브화
표준모델 완성
++8개 권역 행정복지센터별로 희망복지과 설치 및 서비스 주체가 다른 민관기
관과 합동근무 체계 구축
-- 관 합동근무 체계 구축으로 복지대상자 개개인의 니즈와 욕구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One-Stop으로 맞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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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및 지역간 서비스 인프라 격차 해소

행정복지센터 개청 후
달라진 시민의 삶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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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두번째 이야기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OECD 챔피언 시장으로 선정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자족도시 구축

지능형 도시전략,
남양주4.0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시민생활과 도시기반 시설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남양주4.0』종합계획 수립 (2017. 05.)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행정 추진과 첨단 정보통신(ICT ) 융·복합
기술을 시정 전반에 접목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관리의 효율성 향상
++시민생활과 밀접한 빅데이터 분석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 빅데이터팀 신설 (2014. 09.)
++인허가 민원 처리 프로그램 개발, 민원 업무의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 스마트내비팀 신설 (2017. 04.)
++시민생활과 밀접한 30대 중점과제 발굴 추진 및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연구회 거버넌스 구축 (2017. 05.)
++시민생활과 밀접한 30대 중점과제, 2020년까지 단계적 추진 (소요예산 217
억원)

++행정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선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인 시민 맞춤형 정책 발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2014년 9월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빅데이터 분석시스
템 구축
--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국민연금공단 협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일자리 매칭 활성화
-- 국민연금공단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
는 희망일자리 & 복지상담소’ 운영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 지원
--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통한 데이터 분석 중심의 대중교통 업무 수행
++재난 데이터와 강우량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한 비상근무 효율화
-- 호우 비상근무 효율화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직원 피로도 감소
※ 2016년 공공분야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 아시아행정학회 Best Practice Award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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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챔피언 시장 42명 중 한명에 선정됐다. 국내 기
초자치단체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챔피언 시장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OECD는 홈페이
지에 불평등에 대처하고 도시 경제 성장을 위해 헌신한 각국의 시장을 찾아 챔피언 시장을 선정하고 있다.
이석우 시장은 보건·복지·고용 원스톱 서비스인 ‘희망케어시스템’과 자족도시 만들기인 ‘남양주 비전 플
랜 2020’을 인정받아 챔피언 시장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OECD 측은 홈페이지에 “남양주시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4월 시민이 시민을 돕는 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시민
20%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됐고 10년간 후원금은 150억 원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희망케어시스템은 남양주시가 개발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보건·복지·고용 원스톱 서비스로, 정부 주도
의 복지제도가 아닌 시민이 시민을 돕는 방식이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민간복지사 48명이 365일 복지 사
각지대를 지키고 있으며, 연간 12만4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돕고 있다. 이 같은 남양주시의 복지시
스템은 10년간 국내외 190개 기관, 1천742명이 벤치마킹했으며, 그 결과, 전국에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
지원단,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등 유사한 복지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앞서 8월 31일에는 OECD 공공부분
혁신 팀장인 마르코 다길리오(Marco Daglio)와 실무 연구원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희망케어 복지시스템
을 벤치마킹한 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많은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델”
이라며 극찬한 바 있다.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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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두번째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지능화된 행정서비스로의 변화와 혁신 요구

모든 행정의 중심은 사람 시민이 우선인 남양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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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및 업무지원 체계 통합

종합행정타운 조성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담당자 개인 역량에 따라 민원서비스 편차가 발생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 (업무지원 체계 통합) 공무원들의 인·허가 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행정 효율
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한 곳에서처리하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와 관련된 11개 기관의 17개 정부표준정보시스템 연계
업무처리
(4)

· 새올행정시스템, 세움터시스템, 도시계획정보체계,
온나라시스템

업무지원
(10)

· 부동산공부시스템, 경기부동산포탈, 국가법령정보공동
활용,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홈페이지,
기록물관리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공공데이터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기타업무
(3)

· SMS문자, 스토리존, 팩스

++2017. 10월 기준 금곡동, 진건읍, 별내면, 와부읍, 호평동, 화도읍, 별내동, 진
접읍, 지금동 등 9개소의 명품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였고, 2018년 이후 도
농동, 오남읍, 수동면, 퇴계원면 총 4개소를 추가하여 총 14개소의 명품 종합
행정타운 확충
++청사 조성 현황

2006. 이전

1개소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 행정 추진

+9
▶

2017.10.

10개소

+4
▶

2018. 이후

02

14개소

++한정된 예산과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
계가 있어 시민의 역량과 물적 자원을 시정에 융합하고자, 관습적으로 추진
되었던 도구적 거버넌스(수직관계의 행정)에서 탈바꿈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수평적 관계의 행정)를 추진하여 사업별로 시민과 전문가가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행정을 실
현하고,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남양주의 완
성을 위하여 행정 내부조직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시민참여 행정
추진
++창의적 인재발굴을 통한 융합시정 추진
--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
-- 시민과 함께 생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 시민청렴 명예 감사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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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프로세스 표준화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만 시간의 발자취

10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마을가꾸기 사업은 살고 싶은 마을은 찾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나가는 지
역 공동체 형성 프로젝트이며,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 행정안
전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생도시 녹색시민운동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받
았고, 2011년 지식경제부 주관 제8회 지역산업정책 대상에서 우수상과 국토
해양부가 후원하는 도시대상 선도사례에서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
++지역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더불어 특색 있고 아름다운 마을 이미지를 구축하고, 마을가꾸기
사업은 주민, 기업체, 전문가, 대학(원)생 서포터즈,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Working Group 구성을 통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

시민중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52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변화된 IT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 및 제공
++356일 OK민원실 운영
--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 및 민원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 대한
맞춤형 민원편의 제공
++무료법률상담센터 운영
-- 시민들의 인권·권익 보호와 경제·시간적 제한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공휴일을 이용한 무료 법률상담 센터 운영
++해피-콜서비스상시 모니터링 및 민원행정 불편신고센터 운영

공감행정서비스
8272민원센터 운영

주민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민원 신고 전용전화(080-5908272)로 모든 민원 상담 및 안내, 생활불편사항을 24시간 One-Call, NonStop으로 30분 내 현장출동, 3시간 이내 신속히 처리해 주는 시민중심의 민
원행정서비스 제공
++24시간 One-Call, Non-Stop 시스템 운영
-- 상담지식 D/B자료(2,500건)에 의거 세무, 건축인허가 절차 등 시민의 모든
궁금증 해소
++신속한 8272 현장기동반 운영으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8272뭔원센터 개소이후 548,641건처리)
++신속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
++사각지대 순찰활동 강화로 시민불편 최소화(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 및 불편
사항 처리 건수
++시민과 함께하는 8272 시민 참 봉사단 운영

02

++주민주도형 숙의형 토론의 장인 현답토론회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는 주제로 공동체지도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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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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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시민의 안전은 최우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명품도시 남양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라는 민선6기 슬로건 아래, 민선6기
취임식을 “스마트 안심도시 만들기 출범식”으로 대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

스마트 안심도시 조성
(방범용 CCTV 설치)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방범 취약 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799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CCTV 설치현황

2008.

10개소

지역안전지수
범죄안전 분야
2년 연속 1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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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2013.12.

393개소

+387
▶

2017. 10.

406개소

++국민안전처 주관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에서 범죄안전 분야 2년 연속 1등급
선정 (2015년, 2016년)

휴먼웨어
(Human Ware)
안전플랫폼 구축

++복잡하고 대형화된 최근의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높
이고 인간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으로 휴먼웨어
(Human Ware) 안전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람 중심 재난관리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드론·로봇 등을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 재난현장 초동 대응을 위한 Human Ware 관리
※ 재난안전 드론 구입 : 2대(2017. 9월)

++시민 안전실천 생활화를 통한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 시민주도형 안전관리협의체 남양주안전지킴이 운영
-- 구성일시/분야 : 2014. 6. 30. / 34개 분야 385명
++지능형 맞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 빅데이터 도입 대응태세 완비
-- 효율적 재난안전대책시스템 운영
(재난 예·경보 설치, 영상감시장치 개선 등 )
-- 데이터 분석에 따른 기상특보시 단계별(4단계)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
유지
-- 예·경보시설(CCTV, 기상관측, 수위관측 등 108개), 영상회의 시스템 등 재
난, 범죄, 교통 등 총괄 유비쿼터스 구축을 통한 다양한 시스템 활성화
++거버넌스(Governance) 지진방재대책
● 안전한 남양주를 위한 지진방재 Two Track 전략 추진
-- 국민안전처 + 경기도 + 남양주시 + 민간전문가 Governance 구축
-- (국민안전처) 2017~2021년 사업 :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작성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내진실태 합동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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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로 시민 편의 제공.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시정운영을 위하여 시민 공감형 모바일 홈페이지
똑똑한 행정서비스 제공
(m.nyj.go.kr)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 생활정보 제공 및 정보격차
를 해소하고 있으며, 시민 정보화 역량 교육 및 취약계층 PC-돌봄 무료 방
문서비스 제공

만 시간의 발자취

10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nd

2

두번째 이야기

10만 시간의 발자취
분야별 주요성과

지금껏 우리는 시혜적 복지정책이 중심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지란 어렵고 힘든 이웃,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야별 주요성과

제2절 융합·복지문화

더불어 잘 사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복지 혜택들이 직접 찾아가고,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따스한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남양주의 온기를 상승시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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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도시가 함께 희망을 키웁니다
시민과 함께 함박웃음을 웃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남양주형 민관협업
복지허브화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소외계층에게 보건, 복지, 자활

융합형 사회서비스
한 곳에서 통합제공

++희망케어센터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과제 핵심전략으로 희망케어센터 전달체계 급부상
국민경제자문회의(대통령 자문기구) 희망케어센터 방문(’13.9.27.) 후 제3
차 국민경제자문회의(’13.9.27.)에서 희망케어 융합형 사회서비스 통합 제
공 사례를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과제 핵심전략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희망케어센터 방문(’13.12.3.)
· 맞춤형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
-- 제52회 국무회의(’13.12.10.)에서 맞춤형 고용복지 이행계획 마련 대통령
지시
· 청와대 행정관(5명)과 6개 중앙부처 국·과장(8명) 우리 시 방문
(‘13.12.26) 고용복지 융합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 전국 최초로 고용복지종합센터 설치(’13.12.26. / 금곡동)
·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지역자활센터, 복지지원팀 공간통합
++희망케어센터 복지모형 전국 지자체에 확산
-- 보건복지부에서 희망케어센터 부분거점형 복지모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
기 위하여 도입 제시, 도입하는 지자체에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벤치마킹 1번지 복지모델로 자리매김
-- 벤치마킹 현황 : 197기관, 1,792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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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통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맞춤 제공하는 희망케어센터 운영하고 있
으며, 민과 관의 효율적 협치를 통해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창조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에서 함께 팀을 이
루어 민간자원을 연계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의 네트워킹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민·관 협력의
독창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민간 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지원 확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한 새로운 복지모델인 희망케어센터를 4개 권역에 설치 (2007. 4. /사회
복지법인 위탁 운영) 운영함.
-- 시민이 시민을 돕는 나눔 문화와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 예산에 의존
하는 복지정책의 한계점을 탈피하고 민관협업 복지전달체계를 통하여 복
지대상자 개개인의 니즈와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체계임. 2017년 행정복지센터 설치 완료와 발
맞추어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남양주
형 민관협업 복지허브화 모델을 완성
-- 향후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7개 읍면동도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중심읍·동과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서비스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항목을 선정하여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실적이 2007년 1만6천여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에는 28만건의 서비
스 제공
++2007년 4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2015년 20억을 넘었으며 2016년에는
24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금되어 차상위 계층 등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고 있으며,
-- 또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내 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 내용을 공유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
락 방지
-- 향후 지난 10년간의 희망케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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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복지모델,
희망케어센터

만 시간의 발자취

10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시민이 시민을 돕는
선순환 시스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공공정보 빅데이터 활용 ++(복지시뮬레이션) 국민 누구나 복지급여(7종*)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구
축한 전산시스템
및 민·관공유
++(복지전광판) 민관에서 복지대상자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력을 공유 할 수
전산 플랫폼 구축
있는 전산시스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예방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책 12개 분야* 335종 통계지표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구축한 전산 시스템
++(두드림톡)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보 및 기관별 복지서비스 진행상황을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구축
++(희망모아) 민·관의 복지정보, 공간, 나눔을 공유하는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및 서비스제공

자원봉사센터 설립으로
시민참여 마중물 마련

만 시간의 발자취

10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14년 행정자치부 전국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
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
-- 현재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8개 행정복지센터내에 봉사나눔터를 설치하
여 자원봉사자 98명이 자원봉사상담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교육
강사단 등의 센터육성 전문자원봉사단이 외부에서 자원봉사교육업무를 지
원하고 있음.
-- 또한 남양주시 사회복지특화사업인 희망케어센터의 재가대상자들에게 꿈
과 희망을 주기 위한 희망매니저 232명을 양성하여2,4000건의 재가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음. 자원봉사자들의 글로벌리더쉽 함양을 위해 2013년부터
는 슬로푸드국제대회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캄
보디아 베트남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 (2007년) 23,017명 ⇒ (2017년) 136,579명
--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등록 현황 : (2007년) 91개 단체, 97개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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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시민참여
복지공동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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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
회 보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지역사
회 보장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며 4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평가
-- 복지공동체 구현과 시민참여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복지학교’, ‘시
민복지정책참여단’, ‘정다운 이웃 복지캠페인’ 등 시민의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으로 지역
사회보호체계로서의 역할 수행이 안정화되는 추세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장기 및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시로 남양주시만의 차별화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천으로 보건복지부 등
우수지자체로 인정
++(시민복지역량강화사업 추진) [시민복지학교 → 시민정책참여단 → 정다운이
웃캠페인]으로 이어지는 시민 복지역량강화 사업과 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간 유기적 관계로 민·관·시민 네트워크 체계 마련
++(읍면동 복지넷 운영) 지역민관협력조직→읍면동단위 법적 조직으로서의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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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현재) 286개 단체, 431개 수요처
※ 2015 경기도 자원봉사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최우수 센터 선정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꿈둥이에게 희망의 날개
를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운영 화도읍
⇒ 시 전역]

++ 아동통합전달체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기반조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로 고용 창출
++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 ‘뜨란’ 카페 확대 운영
++ 장애인 이동 특별 교통수단 확충

노인복지 인프라
확보를 통한
신(新)노년문화 창출

++ 지역사회 화합 위한 ‘물골안(다목적회관)’ 개관 (2011.12.)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진접 여가시설’ 복지관 분관 개소 (2011.12.)
++ 복지와 문화를 통합하는 ‘해미일’ 실버카페 개소 (2011.11.)
++ 노인복지회관 분관「행복공간」개관 (2012.03.)
++ 워킹그룹 ‘희망나래’ 및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7개 분야 200여명) 운영
++ 경로당의 기존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활기찬 경로당으로의 변화
-- ‘15년 4개소(4개 테마) → ‘16년 36개소(7개 테마) → '17년 67개소
++ 전 세대가 함께하는 世代共感 호평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2017.11.)
++ 기업형 노인일자리 발굴 및 사업추진 확대

++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 공연,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체험의 장
전개
++ 몽골문화촌(수동관광지) 시설 확충 및 이색 프로그램 운영
++ 추억의 능내역·(구)팔당역 관광 명소화
-- 주변 관광자원(다산유적지, 역사박물관, 유기농박물관)과 연계한 관광거점
조성
++ 아마추어 예술인 발굴·육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시립 합창단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발굴
++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2012.02.)
++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 찾아가는 문화 활동
++ 연령대별 맞춤 City-tour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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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시범 확대사업 선정 및 경인히트상품 수상
++드림스타트 4개 권역 설치 및 권역별 특화사업 개발
++오케스트라 청와대 초청 공연(2012.05.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최우수 지자체 선정

시민이 하나 되는
문화콘텐츠 개발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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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스포츠가 최고의 복지다 생활 속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이전에 설치된 체육문화센터 1개소로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충족
하기에는 부족하여 2015년까지 호평, 와부, 진접, 오남, 별내면, 화도 6개소에
체육관과 수영장 등의 기능을 갖춘 멀티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2018년 이후
진건, 별내동, 수동 3곳에 체육문화센터(수영장)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임.
++체육문화센터(수영장) 설치 현황

2006. 이전

1개소

+6
▶

2015.12.

7개소

+3
▶

2018. 이후

10개소

++공공체육시설 이용 스포츠 인구 400만〈스포츠 활동인구 / 2016년 기준〉
--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일반 공공체육시설+체육문화센터이용인
원)는 총 3,805,000명으로 스포츠 인구는 4백만명 육박
·· 시민들이 집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권역
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권역별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178개소)
++2011 세계태권도한마당 성공적 개최(2011.08.)
++1인 1종목 생활체육 전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명품 선수 및 생활체육 리더 육성(직작 운동 경기부 운영)
--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 유도 금메달 획득(송대남 선수)
--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금메달 획득
-- 제58회 경기도체전 검도 단체전 우승, 제58회 경기도체전 육상 800m 우승
-- 제15회 세계검도선수권 대회 단체전 여자부 2위(은메달 획득)
-- 제33회 대통령기 검도대회 종합 우승
-- 태권도 시범단 운영
-- 2013 마이애미 그랑프리 국제유도대회 1위
--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금메달 2개 획득

64

학교 폭력 없는,
소외 없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 문화·예술체험 등 주말프로그램 운영(청소년수련관)
++ 1388 학습 멘토 지원단과 청소년기자단 운영
++ 글로벌 엘리트 차세대 지도자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및 선진지 연수
++ 청소년 주간과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한 청소년 문화존·동아리활동지원· 예능대회 등 개최
++ 청소년 활동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캠프, 극기체험캠프, 청소년봉사활동 등)
++ 청소년·청소년전문가 인재 발굴(늘푸른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오남 분소 개소(2011.03.) / 화도 분소 개소(2012.02.)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운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운영 - 해밀교실『라온짬』운영
-- 전문상담프로그램 운영 : 사례관리, 전문교육
++ 남양주 일시쉼터 운영
-- 야간 전담인력 2명 배치로 주7일 보호
++ 학교 폭력 예방 및 갈등조정 센터 개소·운영(2012.09.)
-- 학교폭력 예방 대상별 맞춤 특강 실시
-- 학교폭력 갈등 조정자 양성교육 실시
-- 학교폭력 예방 집단 프로그램 운영
-- 폭력 OUT, 다산스쿨 4개교 운영
-- 학교 폭력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학교폭력 예방 우수 시군으로 선정
-- 다산스쿨 및 다산학급 운영, 갈등조정회의 운영, 친친톡 대화모임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사 양성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2회 남양주시 청소년 영상 공모전
-- 남양주시 태권도예술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공연 실시
-- 제1회 남양주시장기 청소년 축구대회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 청소년 지킴이 그린폴리스 운영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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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활력을 주는
스포츠 천국 도시 조성

만 시간의 발자취

10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회 시민이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확충 운영을 통해,「시민중심」「생활밀착형」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하는 환경 조성
++도농복합도시의 지역, 계층 간 높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건강문제에
따른 건강증진특화사업 추진 요구 증가
++이에, 다핵도시 공간구조에 맞게 10분 이내 이용 가능한 권역별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
-- 와부조안 건강생활지원센터 (2013년 개소)
--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 (2017년 개소)
-- 오남 건강생활지원센터 (2017년 개소 )
-- 호평·평내 / 화도·수동 (2017년 12월 개소 예정)
-- 도농·지금 / 진건·퇴계원 (2018년 5월 개소 예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

민·관이 함께하는
성인병 관리

공공보건의료 수요
다양화에 따른
보건소 기능 강화

66

건강생활실천
사업 확대

보건민원서비스
신청·접수

++금연구역 확대 운영 - 2단계 금연구역 지정(2012.06.)
--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금연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금연구역 홍보(계도)
++금연클리닉 운영

법정 감염병 관리(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감염병 환자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 편성·운영(1개반 13명)
-- 역학조사, 환자와 접촉자 조치, 발생지 주변 방역소독, 보건교육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 병상 확보 운영(격리 시설 6개소/100병상)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344)
-- 환자 발생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신고함으로써 환자의 조기발견 및 감염
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병·의원, 자율방역단, 보건교사 등으로 질병 정보 모니터
망을 구성·운영
++사계절 친환경 방역시스템 운영(연중 기동감시체계 운영)
-- 기동방역반 편성 및 운영 / 방역취약지 방역활동
-- 방역기기 무료대여 서비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활동 등 지원
-- 지역 취약지 주문식 책임 방역제 운영
++무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 / 민간위탁의료기관 확대
++결핵 조기 퇴치사업 추진 / 결핵 검진 및 결핵 환자 관리

권역별 시민
건강리더 육성

++공공보건의료 수요 다양화에 따른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 1차 진료,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기능 강화
-- 보건, 복지 통합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이(齒) 좋은 구강 보건사업
-- 노인 의치보철사업 및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추진
-- 치아건강 체험 교실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 추진
-- 안심학교 협약체결, 안심 학교, 학부모 교육 실시
-- 안심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 아토피 예방 인형극 공연
-- 지역 아동센터 아동 대상 교육 실시, 유병조사 실시, 취약계층 아동 보습제 지원
++암 조기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및 생애 전환기 검진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 치료 약제비지원)

02

간접흡연 제로
남양주 추진

시민 중심의 보건·건강 서비스 행복텐미닛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남양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舊화도읍사무소) 및
-- 와부읍 상설교육장 연중 운영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 질환별 관리법, 운동 및 영양 교육
-- 개인별 건강 상담 및 질환자 가족 건강관리
-- 등록 환자 투약관리를 위한 문자·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심폐소생술(CPR) 시민 리더 육성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저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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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만 시간의 발자취

10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임산부와 영유아 종합적 건강관리 ‘모자보건사업’
++무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추진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
-- 임산부등록관리 및 철분제 지급, 행복한 출산교실
--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저출산 대응 지원 / 난임부부(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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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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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2

두번째 이야기

10만 시간의 발자취
분야별 주요성과

제3절 감성·보육교육

물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미래 성장을 예약할 수 있는
체계적 보육, 교육시스템은
더 큰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며 부모에게는
안심을 선물하고 교육의 열망을 가진 누구에게나 열린
남양주의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남양주의 내일이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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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두번째 이야기
교육과 보육의 천국 평생을 책임지는 교육도시로 거듭났습니다.

++1·2·3 평생학습인프라란?
시민 누구나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10분 내 학습등대, 20분 내 주민자치센터,
30분 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보편
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양주만의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평생학습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도시 지정 - 교육과학기술부 (2011.05.)
++평생학습도시 특화브랜드 "학습등대" 운영
-- 10분내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습등대 설치로 모든 시민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
++ 2016년 학습등대 총 100개소 운영, 900개 프로그램 지원, 교육인원 13,381명
++2017년 상반기 학습등대 99개소 운영, 330개 프로그램 지원, 교육인원 5,596명
++ 학습등대 운영 현황

2011. 이전

10개소

+50
▶

2013.12.

60개소

+39
▶

72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등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2010년 초등 5~6 / 2011년 초등 전체
++2012년 도시지역 공립초등 전체, 중등 3학년, 유치원 만5세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활성화

2017. 10.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차별화로 시민의 학습 욕구 충족과 시민
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ON-OFFLINE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권역별 러닝숍 운영으로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동아리 학
습나눔 사업을 활성화하고 취·창업 맞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난 해소에 기여
++평생학습센터 운영 / 권역별 러닝숍 운영(4개 권역)
++학습동아리 학습나눔 사업 지원
++고대 명품아카데미, 유쾌한 시민강좌 등 개최

02

99개소

* 2011 평생학습도시 선정 (2011년)
*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2015년)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무상급식 지원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현대화와 학력 신장을 위하여 교
육 협력사업, 자체 지원사업, 대응투자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발굴 운영함
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

학부모와 함께하는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꿈샘 비전스쿨, 공부의 神(신) 주말학교, 자녀 학습지
도를 위한 신맹모 아카데미, 스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
부모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 테마별 프로그램 구성으로 체계적 지원
-- 꿈샘 비전스쿨(초등), 공부의 신(중등)-공부법익히기, 스쿨 멘토링(고등)진로 탐색
--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초·중·고 학부모, 교육제도, 자녀교육, 자기
주도학습 프로그램 등)
-- 신 맹모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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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테마가 있는
명품 도서관 운영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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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두번째 이야기
우리 시 전역에 갖춰진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시립, 화도, 진건도서관 3개관이 설치되어 운영하였으나, 2010년 지
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 6만명당 1개 도서관 확충을 목표로 와부, 오남, 별
내, 평내도서관 4개관을 추가 설치하였고, 2017년 현재 퇴계원, 진접도서관,
진접푸른숲도서관, 별내동 별빛 도서관, 호평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12개관의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권역별로 운영 중
++2019년 남양주시 중앙도서관과 화도 천마도서관을 건립하여 총14개관의 최
첨단 명품도서관을 권역별로 건립하여 시민에게 지식정보문화 공간 제공 및
전통 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인구 100만 명품도시에 걸맞은 권역별 테마가 있
는 명품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
++도서관 건립 현황

2006. 7.

3개관

+9
▶

2017.10.

12개관

+1
▶

행복 텐 미닛,
내 집 앞에서
만나는 도서관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위한 독서생활화 분위기 조성과 문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명품도서관 운영

++명예시민사서천사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재능기부와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
동으로 시민과 함께 최고의 도서관으로 조성
++명예시민 사서 천사(도서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
여시킴으로써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도서관의 다양한 봉사 영역을 개척
하여 동화구연, 한자교실 등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
++명예시민 사서 천사의 재능개발을 위한 재능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문사서 육성을 위한 도서관학교 및 동화구연, 독서도우미 등 재능개발 상
시교육프로 그램 운영
-- 명예시민 사서 천사 1,479명 활동 중

생애주기별
문화프로그램 운영

++유아·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운영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토론대회 운영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
++작가초청 강연회 개최

인문도시 완성을 위한
문화사업 확대

++작가 초청 강연회 & 북콘서트 ⇒ 매월 도서관별 운영
++슬로리딩 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 운영
++명예시민사서천사 홍보·후원 활동가 양성

2018. 이후

14개관

* 작은도서관 현황 9개관 운영중

지식, 정보뿐 아니라
편안함이 공존하는
도서관

74

++이용자 편의를 위한 家家戶戶(가가호호) 찾아가는 열린(이동)도서관과363일
24시까지 운영으로 청소년 및 시민들의 학습 공간제공과 총장서 1,300,000
여권으로 지식·정보·문화 공유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공
간으로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우수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U-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전자도서관 및 바로바로 서
비스 상호대차를 확대 운영
++363일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 / 24시 개관시간 연장 운영

공간 제공으로 지역 공동체 역할 수행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 슬로리딩 생활화와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북스타트 운동, 어린이들을 위한 방학문화
교실, 상하반기 꿈나무 문화교실, 청소년들에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다
산 청소년 독서토론대회, 장년층의 경기은빛독서나눔이, 계층별 독서동아리,
작가초청강연회 개최 등인문도시 남양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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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테마가 있는
명품 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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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두번째 이야기
희망도 행복도 UP 부모와 아이들에게 맞춰진 보육시스템이 실현되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행복 보육, 엄마에게는 안심 보육,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자긍심
보육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 비전센터 권역별 건립, 어린이
집 개보수 및 장비 구매비 지원,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공공형·자율형 어
린이집 확충, 공공시설 내 어린이집 수유, 탁아실 확충, 친환경 농산물 영양급
식 제공, 교재 교구 구매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 인프라 확충과 양육
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 및 출산지원(태교·출산교실 운영)사업,
종일반 및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감성 놀이시설 조성

++관내 영유아 및 아동들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감성 체험놀이
시설 타요플레이타운, 코코몽팜빌리지, 라바파크, 북놀이터, 사계절썰매장 등
22개소의 감성체험시설을 운영함. 권역별, 테마별 특색있는 시설 조성
(장난감도서관 3개소, 유아 숲 체험원 4개소 등)
++전국 최초 교육, 문화, 놀이가 가능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15년)
++15년부터 매년 새 프로그램 개발하여 감성프로그램 운영

보육품질 Up Grade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 탈무드 아카데미, 어린이집 원
장 및 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우수보육프로그
램 경진대회 및 사진 공모전, 의무교육, 우수보육교직원연수, 보육교직원 아
카데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평가인증) 및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35개소 확충 (6개소 ▶ 41개소)

76

어린이 행복 UP 플랜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와 요보호
아동 생활 시설인 아동 그룹 홈 운영을 지원하여 아동 급식제공, 학습지도, 문
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기·적성을 개발하여 창
의적 인재로 육성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최근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과정에서 구조적·기능적, 가치관의 변화로 저출
산, 맞벌이 가족과 독신자 증가, 가족 부양 가치관, 자녀양육의 고급화 등 다
양한 변화로 가족문제도 다양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가정문제 사전 예방과 해체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
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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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을 키우는
보육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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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두번째 이야기
여성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가정이 더 윤택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권익신장, 사회참
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리더를 육성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을
통한 취업지원 인프라 강화
++여성취업역량 강화아카데미, 명품 이화아카데미, 전통차 예절 지도사 과정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및 여성지도자, 여성 이·통장의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2012.04. 개소)
++양성평등기금운영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실시

++ 여성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적극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성·가정폭력을 예방하고자 여성복지 관련 상담시설(3개소) 및 성폭력
전담의료기관(2개소) 지정 운영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희망 프로젝트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주를 돕고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하
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
해 한국어교육, 가족과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시스템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1개소,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 결혼이민자 단계별 한국어 교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 강사 양성 다
문화가족 명랑 체육대회 개최 /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이중언어 교실 운영·역
사문화교실, 역사탐방, 시티투어 운영
++ 다문화커뮤니티 카페 알이랑 개소 (2012.09.)
++ 다문화 자녀의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 한국어교육, 법률상담,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전통교실 운영
++ 국적별 자조 모임활용을 통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1개소, 위탁운영)

02

NAMYANGJU RESULT REPORT

여성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

++여성들의 사회 참여 필요성과 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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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2

두번째 이야기

10만 시간의 발자취
분야별 주요성과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업들로
남양주를 찾는 기업인들의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분야별 주요성과

제4절 창조·희망경제

유기농 농산물로 가득한 슬로시티의 명맥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남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기업도, 농민도, 취업자도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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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두번째 이야기
일하는 기쁨을 주는 도시 해마다 목표를 넘는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2014.01.)

82

++2010년 2월 일자리센터를 개소 후 기존 노인·여성·장애인·청년 등 계층별, 분
야별로 분화된 지원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다핵 도시인 우리시의 여건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지역별(권역별)로 순회하며 취업박람회 개최
++2012년부터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남양주시민 50% 이상 고용 추진을 의무
화하여 연간 1만 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되며,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등의 미스매칭 실태조사를 실시, 필요한 인재 양성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은퇴자,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취약계
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은행’
을 새롭게 도입하여 청년 및 고졸자 취업기회 확대와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
++One-stop 취업지원 일자리 센터 운영
--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 지원(일자리 발굴단 운영, 찾아가는 이동 센터
운영, 동행면접, 상설면접장 운영)
-- 구인·구직 상담 / 취업·알선
++기업체 구인 미스 매칭 실태조사 및 맞춤형 취업지원
--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취업 특강(전문계고 CEO 특강 및 창업 특강 실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 생태환경지도자 양성교육 및 분기별 사업장 현지점검 실시
++맞춤 구직서비스 실시(1:1 상담 및 알선) 및 취업 박람회 개최

++전국 최초로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일자리 지원과 복지 서비스 제
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설치
++남양주시고용복지+센터를 롤모델로 하여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17.
9월 현재 95개소가 운영 중이며, 중앙 및 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벤치마킹
모델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근로빈곤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근로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구직 연계 등이 통합
++2016. 12월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모델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
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생안정을 돕고, 지역사
회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시에서는 2,465개의 제조업체가 생산 활동 중이며, 이 중 98.6%인 2,430
개 업체가 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
맞춤형 기업지원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운영 조
례를 1996년 1월에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확
대해 나갈 계획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
원을 위해 글로벌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하고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참가비 지원, 해외홍보물 제작비 지원, KOTRA
해외지사화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의 수출 및 성장을 촉진하여 남
양주시 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영안전 도모
--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 기업지원 시책 책자 제작
--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결정
--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 육성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지원
--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지원
++해외홍보물 제작 지원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비 지원
++튼튼한 제조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산·관·학 기술지원
(산·관·학 협력기업 CEO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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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야기
남양주를 살리는 지역 산업 전략적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업애로 해소 추진 및 기업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007년 9월 기업 설립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기업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기업이 원하는 방향
으로 처리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수 없는 기업애
로 수렴 및 해소를 위해 기업환경개선 패러다임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단
체, 자문단, 기업인 소모임 및 기업 SOS넷 등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정기·수
시조사 하고, 도로, 상·하수도, 반사경, 기업통합간판, 교통체계 등 열악한 기
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밀집지역을 대
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자가 사업장 마련을 원하는 기업, 도시개발로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 경기북부·강원지역 내 등록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하고, 슬로라이프(유기농) 연관업종(식료품 제조업, 레저산업 관련 제품 제조
업), 녹색··성장 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 산업, 지식서비스기반 기술 집
약 산업, 경기북부 특화산업 활성화 업종(섬유 및 의류, 봉제·직물제품 제조
업)의

남양주만의
전략적 산업의
육성과 지원

02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대규모 산업단지 분양 및 부지조성 공사 추진
++신규산업단지 대상지 입지 타당성 조사와 사업시행자 발굴 지속추진
넣을 산업인프라 구축

그린스마트밸리 조성

84

++완제품 제조 기업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나전칠기 공예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전통산업으로 육
성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예대전 참가비 지원 및 해외 전시, 판매 참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나전칠기 홍보관(체험 학습
장) 운영, 나전칠기 공동브랜드개발 및 출원 완료
++공예대전 참가비 및 해외 전시·판매 참가비 지원
++나전칠기 홍보관 운영 및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
++유기농산업의 전략화 연구 및 지원·육성
-- 전통 공예산업(나전칠기) 육성지원 (홍보·판매관 운영)

팔야 일반 산업단지
(2014.02.)

- 48필지 209,768㎡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진관 일반 산업단지
(2012.01.)

- 36필지 142,000㎡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기계,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금곡 일반 산업단지
(2015.06.)

- 11필지 130,383㎡
- (주)한나건설개 발
- 식료품 제조업 등
NAMYANGJU RESULT REPORT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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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진건읍 사능리 612번지 일원 / 292,474㎡
+ +사 업 비 : 1,700억원(LH공사 자체재원)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업종 : 전자부품, 전기장비, 의료, 기타기계 장비 등 제조업연구개발
(R&D),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지식기반산업
++사업기간 : 2015.01. ~ 2020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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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두번째 이야기

++소비자 요구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친환경 유기농업 장려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지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도 시행등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시행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 증대와 고품격 친환경 유기농 농산품 생산이 가능하도
록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 친환경 비료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농업직
불제 지원, 친환경 인증 검사비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구
축을 위한 친환경가공시설 설치지원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유기농 텃밭 가꾸기 시민운동, 친환경 체험학습농장 기반조성, 농
심 체험 학교, 가족 농장, 유기농 현장 체험장 운영, 청년유기농 창업 육성 프
로젝트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
교에 공급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으로 지역농업 명품화
-- 유기농시범단지(17.4ha) 준공 (2012.05.)
--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으로 청정이미지 안전농산물 생산
-- 친환경 특성화사업 및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 친환경 농업관리실 정밀분석
-- 친환경 유기질 비료와 농자재 지원 /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서민서비스 지원 강화
-- 농업·농촌체험 교육으로 도농교류와 농촌 활력화
-- 1학교 1농장 교육과정연계 체험 교육

농업농촌의 새로운 꿈과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소농 육성
-- 경영진단표, 강소농 비즈니스모델 심화교육 및 컨설팅 추진
희망 “강소농” 육성
++선진농업 리더 양성 그린농업대학 운영
++최고농업 CEO 육성 전문기술 교육
--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세대 CEO 아카데미 운영
++도시농업 핵심역량 강화 농업인 조직체 육성
--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농업인단체 육성, 해외 선진농업
(도시농업)연수
++농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
-- 농촌 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출산 여성 농업인 가사 및 영농대행 지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농가 경영안정 지원
++경쟁력 있는 남양주의 농, 축, 수산, 원예 산업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축산업경쟁력 강화
-- 한우 명품화 사업,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 돼지경쟁력 강화 사업
--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조사료 유통활성화, 양봉산업 육성

02

NAMYANGJU RESULT REPORT

땅을 지키고
생태계를 살리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만 시간의 발자취

10

86

87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 작지만 강한 농업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슬로라이프 도시 남양주 ‘제 속도의 생활 미학’으로 슬로라이프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88

슬로라아프 이야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패스트푸드는 일상이 되었고 우리의 먹거리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느림의 철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
다. 수도권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정된 국제 슬로시티 남양주는 전통을
보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친환경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순응하며 자라는 먹거리들로 가득한 남양주만의 슬로라이프 이
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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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리나라 유기농의 메카로서 30년 농업발전을 이끌어왔으며 2007년 한국 슬로
푸드 운동의 발상지로 2010년 수도권 최초의 슬로시티로 인정받았습니다.
++2010년 수도권 최초 국제 슬로시티 인증,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명실 공히 슬로라이프의 메카로 도시가 차별화되고 있다.
++수도권 유일의 슬로시티로서 천마산, 운길산 등 명산이 어우러져 있고, 북한강
수상스포츠, 자연휴양림과 캠핑장, 다산유적지와 몽골문화촌, 그리고 다양한
박물관들로 주말이면 각계각층의 나들이객들이 천천히 느림의 미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남양주이다. 마음의 여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슬로라이프의 메
카 남양주는 고요한 이끌림이 되어 주고 있다.
++또한, 2013년 슬로푸드국제대회에 이어 2015년과 2017년 슬로라이프국제 대
회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해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슬로라이프 도시 이미지
를 대외에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슬로라이프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
로서 패러다임 주도는 물론이며 쿠킹, 힐링, 리빙, 리딩, 워킹 등 슬로라이프 생
활화 5대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 지역의 미식자원을 융합한 슬로
라이프 미식(美食) 관광 플랫폼을 조성하여 세계적 미식관굉 도시를 조성 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총 4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내걸고 공모한 '2016 넥
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대상(시상금 70억원)을 차지하며 사업성을 인정받
았고, 슬로라이프 미식(美食)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연간 800여명의 일자
리 창출 효과와 990억원의 생산 효과 그리고 9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슬로라이프국제대회 개최도시로서 오는 2020년 500만 관광
객이 방문하는 ‘세계 22번째 미식도시’로 도약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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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도시로의 발돋움, ++2011년 9월 28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는 3년
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행사로 '유기농올림픽'으로 불리는 만큼 의미
동아시아 유기농
있는 행사로 유기농 관련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기업체 등 76개국 2천899
대표 도시 남양주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의 행사로 기록되었으며 논문 접수와 발표 건수도 각각
1천17편과 737편으로 역대 유기농대회 중 최대 성과였으며,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대회기간 일반 관람객 24만5천명
이 방문했고, '유기농은 생명이다'를 모토로 조성된 국제 행사장에는 20개국
250개 업체가 참가해 세계 유기농의 무역 장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행사 기간 중 500만달러(60억원) 상당 30여건의 계약과 1천500만달러(179
억원) 상당 70여건의 상담이 이뤄져 국내ㆍ외 바이어와 참가자들이 한국의
유기농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관광 수입 등 총 211억원의 경
제 효과 유발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성공적 개최
-- 관람객 24만5천명, 수출 및 상담 : 100건 220억원(2,000만불)
-- 농산물 등 현장 판매액 : 11억원
-- 학술대회 참가 현황 : 76개국 2,899명(국내 1,655 / 국외 1,244)
--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환경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한 유기농업 및 관련 산업 성장
--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 FTA 등 국제환경 변화에 맞는 농업경쟁력 강화
++세계 최초 유기농테마파크(유기농박물관) 개관 (2011.09.26.)
-- 2011년 9월에는 유기농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유기농 산업의 붐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 세계 최초 유기농테마파크(유기농박물관)를 조안면 삼봉리에 조성( 42,445
㎡, 사업비 394.5억원)
-- 테마파크, 파머스마켓, 유리온실 체험장, 유기농텃밭 등
-- 유기농체험(김치 체험장, - 계절별·상설·특별 프로그램운영)
-- 유기농텃밭 모델 설치 및 상설교육 실시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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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시간의 발자취
분야별 주요성과

제5절 녹색·균형도시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의 변화를 비롯하여 그에 걸맞은
정주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것이며 자연과 첨단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

2020년, 우리 남양주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지난 12년 동안 남양주는 세밀하고 빈틈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며
내일을 살아갈 미래 시민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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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야기
2020년 행복도시로의 비상 그 거대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로의 첫걸음 남양주 미래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중심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는 남양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
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개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선(先) 계획후(後) 개발 체계 구축으로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성장 가속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녹색명품
융합도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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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남양주시 전 행정구역 458.04㎢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0년 / 목표연도 2020년
--계 획 인 구 : 98만 8천명
++권역별(3-3-4, 98.8만인)
① 동부생활권(화도, 수동, 조안)
: 관광·휴양 중심도시(26만인)
-- 수려한 자연자원과 문화·예술기능을 특성화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시
가지를 형성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선도
② 북부생활권(진접, 오남, 진건, 별내, 퇴계원)
: 도시자립 중심도시(34.8만인)
-- 산업과 교육, 연구기능을 집화·특성화하고 정주기반과 어우러지는 자족
권역을 형성
③ 남부권역(와부, 동지역(별내동 제외))
: 행정·교육·문화 중심도시(38만인)
-- 지금, 도농, 와부, 금곡으로 이어지는 중심권역 형성으로 경기동북부지역
광역거점 기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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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적정한 기반시설과 주거·행정·상업·업무기능을 갖
춘 지역 중심도시 육성과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별내 택지개발사업 추진 (2005.12. ~ 2017.12.31.)
-- 별내동 일원 / 5,092천㎡ / 67,135명(26,291세대)
--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4.12.03.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5.12.20.: 개발계획승인
· 2012.12.31. : 1단계 준공 / 2014.03.31.: 2단계 준공
· 2017.12.31. : 사업 준공 (3단계)
++진건 공공주택지구 (2009.12.03. ~ 2018.06.30.)
--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 / 2,713천㎡(82만평)
-- 인구 49,176명 / 수용세대 18,218호
-- 시 행 자 : 경기도시공사
· 공동주택착공현황 총 12,065세대(공공분양 6개 단지, 민간분양 7개 단지)
++지금 공공주택지구 (2010.07.14. ~ 2018.06.30.)
--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도농동 일원
-- 2,035천㎡(62만평) / 인구 36,920명 / 수용세대 13,674호
-- 시 행 자 : 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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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구명

위치 및 면적

목표 (유형)

개발 前

개발 後

덕 소
2007.11.26.

와부 덕소
도곡 일원
A=635,850㎡

2018년
(주거지형)

13,075명
5,198세대

22,060명
8,466세대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지금동, 도농동,
가운동 일원
A=326,073㎡

2020년
(중심지형)

12,402명
4,485세대

14,730명
5,66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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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녹색명품 융합도시
(Eco-Hub-City) 조성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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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야기

도시공간
디자인사업 추진

94

++양정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과 주거단지, 상업시설이연계된 수도
권 동북부 허브복합 단지로 조성
-- 와부읍, 양정동 일원 / 2,064천㎡
-- 계획인구 : 13,868세대(32,258인)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방식)
-- 사업기간 : 2011년 ~ 2024년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 2010.02.17. : 양해각서(MOU) 체결(경기도, 남양주시, 서강대)
-- 2016.10.17. : 서강대학교 이전 교육부 승인 절차 이행 최종 요구
(시→서강대, 법인)
-- 2016.12.07. : 서강대학교 이전 교육부 승인 절차 이행 재촉구
(시→서강대, 법인)
-- 2017.02.03. : 기본협약 해제
-- 2017.07.21. : MOU체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7.08.11. : 도시관리계획(GB해제)(안) 주민공람 공고
-- 2017.09.11. : 시의회 의견청취
-- 2017.10. : 도시관리계획(GB해제)(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신청
-- 2017.12. : 개발제한구역 해제
-- 2018.상반기 :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18.하반기 :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착수

++무질서한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을 정비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금곡동 1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1.4㎞)을 완료
하였고, 금곡동 2차(2.5㎞), 화도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4.5㎞), 진건
프롬나드 조성 사업(용정사거리 가로정비 740m, 배전선로 지중화 1,050m,
가로등설치 31개소)을 통하여 디자인이 살아있는 명품거리로 변모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기반 구축

인구 100만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물 환경
정책 추진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세부실천계획 수립
(산업, 가정, 수송, 농축산 등 8대 부문 13개 지표에 의한 50개 실천과제 추진)
-- 탄소포인트제 시행 / 시민 자전거교실 및 무료대여센터 운영
-- 녹색커튼(벽면녹화) 시범 사업 추진
++자연과 소통하는 녹색 생태 공간 조성 및 바람길 조성
-- 팔당자전거도로 변 한강바람길 조성(1.0km, 2012.06)
-- 남양주 슬로시티길 : 조안면 진중리·송촌리 일원(10km, 2012.11. 준공)
-- 반딧불이 보전사업 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시행
-- 저탄소 녹색생장 실천계획 100대 과제 추진운영
-- 옥상녹화시범사업 1개소(호평체육문화센터 700㎡, 2012.07)
-- 공공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서비스 제공(보육시설 586개소)
-- 천연가스 버스 교체 사업(경유 버스를 저공해 CNG 버스로 교체)

++새로운 치수, 이수, 고유환경, 역사·문화적 요소가 접목된 수변 문화 및 수 공
간 창출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지향적 물 환경정책 수립 및 건강한 수(水) 생태계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
하천 복원, 도심 건천, 복개하천 생태복원 등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주력
하고, 물관리 물순환 기본조례 제정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리, 용암천 유
역과 북한강유역의 오염 총량관리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상수원 수질보전정
책 추진
++시민에게 다가가는 환경친화적 생태공간 “王의 江, 왕숙천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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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만 시간의 발자취

10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자연과 하나 되는 도시 우리 시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일반 표준 정수공정에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병원성 미생물 및 맛·냄
새물질, 소독부산물을 완벽히 제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명품공원 조성

※ 도곡정수장 ; 2015.10.27. 준공 / 화도정수장 : 2016.07.31. 준공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이후 맛, 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 및 2-Mib를 82
∼ 100%까지 제거
오염총량관리 시행을
통한 친환경 개발 추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된 수
질오염 총량 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경기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인구 98만의 지역개발 부하량 확보 남양
주시수질오염총량관리지침 개정(2012.0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오염총량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에 앞장서는 수도권 동북부 인구100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수도
분야의 로드맵인『남양주시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진건 초기우수처리 시설 설치 : Q=120,000㎥/일(2017.01. 운행)
++화도 간이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 Q=63,000㎥/일(2017.01 운행)
++진중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 Q=300㎥/일(2017.01.01. 운행)
++용정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2016. 5.)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2017. 5.)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공사 완료(2017. 6.)

고품질 하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관내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7. 5. ∼ 2018. 7.)

2008.12.

2017.12.

44개소 / 1,702,113㎡

143개소 / 4,165,200㎡

++오남 호수공원 순환산책로 조성과 화도읍 차산리 광암 저수지 수변공원을 단
계별로 조성하고 주요 도로변의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 정비 완료
++2008년 평내동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총16개의 물
놀이 시설을 설치 및 운영 중이며 연간 30만명 이용
++2008년 평내동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를 시작으로 2009년 4개소(화도, 진접,
진건, 금곡 물놀이장), 2010년 8개소(와부, 진접택지, 화도 창현, 청학 근린,
오남 근린, 호평, 삼패지구, 도농지구 물놀이장), 2013년 2개소(퇴계원면 물놀
이장, 광암 저수지 물놀이장), 2015년 1개소와 2016년 우리시 최대 규모의 약
대울 체육공원 몰놀이장을 개소하여 총18개소의 물놀이장을 운영 중
++물놀이장 설치 현황

※ 조안면, 퇴계원면, 도농동

++선진 하수도경영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장 관리대행 전면시행(2017. 6.)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 찾아가는 생생물사랑 교육 실시(2016년 109회 5,255명 교육)
-- 화도 공공하수처리장 내 피아노폭포 등 주민편의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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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 수변공원 조성 및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건전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43
개소 4,165천㎡의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
여 연차적으로 공원조성
++군립공원의 합리적인 시설운영과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천마산군립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원이용 주민불편 해소 및 보존가치 향상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생각하여 공원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 보전에 관하여
장기계획, 전략계획, 실천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고
자 하는 남양주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
++도시공원 조성 현황

2008. 7.

1개소

+14
▶

2014. 6.

16개소

+2
▶

2017.12.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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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만 시간의 발자취

10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공간 명품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생태체험형
산림휴양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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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수석·도농, 덕소·삼패 2지구에 산책로, 자전거 도로, 초화원, 가족
단위 운동·레저, 휴식이 가능한 친수 공간 및 각종 음악회, 예술 공연 등 문화
가 풍성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연간 15만명 방문
++2010년 5월 어린이 물놀이장을 2개 지구가 동시에 개장되어 운영
++2014년 이후 생태 습지, 문화탐방로 기능을 갖춘 팔당지구와 다산지구, 진중
지구를 추가하여 총 5개 지구의 쾌적한 생태도시 공원을 조성 관리 할 계획

++숲길, 철길, 들길을 활용한 다산길 조성을 완료하였고 생태 체험형 참살이 명
품수목원,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사업,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이 완료되면 경
기 동·북부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과 생태자원의 메카로서 생태체험 프로그램
을 특화한 생태교육 및 숲 치유 서비스 제공
++‘남양주 슬로시티길’ 행전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 녹색길 선정(2012.01.)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사업
(와부읍 팔당리, 조안면 능내리 ~ 조안리 13.8km)
++물 맑음 수목원 조성(2011.~2016. 수동면 지둔리 일원 12ha)
++숲 속의 목재문화체험관 조성(2012.~2016. 수동면 지둔리 일원 3.5ha)
++산림휴양지구 조성
-- 민간자본을 유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산림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여
친환경 레저 체험과 숲 치유의 공간이 어우러지는 산림휴양 지구 육성

나눔의 시작
"남양주점프벼룩시장"

++2010년 10월 중부권 개장을 시작으로 2011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협의회
구성 후 4개권역으로 확대 개장하고, 2014년에는 상설개장 및 권역별 정기
개장하여 복합문화활동의 장으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하여 운영
++매회 10,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지역 경제화 활성화에 기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복합 문화 활동이
가능한 지역 문화 공간 조성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전처리시설 설치 완료
에코시티를 향한
-- 별내 택지지구내 클린센터(처리시설) 및 자동 클린넷(집하시설) 인수·인계 추진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 생활폐기물 40톤/일, 소각시설 52톤/일, 음식물자원화시설 31톤/일
환경친화적
++에코-랜드 체육공원(수영장 건립) 조성 사업(체육공원 65,715㎡, 수영장 및
자원순환사회 구축
실내체육관 1식)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135톤/일)
현대적 시스템으로
환경기초시설 완비

++인구급증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와 기존(구리, 화도)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
량 부족으로 야기되는 방류하천 및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와 도시생
활의 환경보전, 공중보건, 위생향상 및 북한강의 수질을 회복시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지속해서 추진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0,000㎥/일 증설)
++별내·지금 푸른물센터 설치(각 27,000㎥/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3단계)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V=45,000㎥)
++화도·진중 푸른물센터 신·증설(19,300㎥/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3단계) 정상 추진
++ 총인처리시설 설치(진건·가운·진접푸른물센터 - 118,000톤/일, 2012.08. 준공)

철저한 관리,
고품질의 수돗물 제공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수장 고도화사업 추진
--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및 상수도 보급률 향상 제고
++상수관로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유수율 제고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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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친수 휴식 공간 창출

만 시간의 발자취

10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철도와 자전거 도로의 정비로
녹색 교통의 첨병이 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는
첨단 교통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 사업구간 : 청량리∼원주 108.4km
-- 광역철도 : 청량리∼덕소 18km / 일반철도 : 덕소∼원주 90.4km
※ 우리시 20.6km(도농, 양정, 덕소, 도심, 팔당, 운길산)

-- 총사업비 : 2조 7,862억원(우리시 분담 165억원)
-- 사업기간 : 1993.∼2012.(20년)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 사업구간 : 망우~춘천 85.6km ※ 우리시 25.3km
-- 역사현황 : 별내~퇴계원~사능~금곡~평내·호평~천마산~마석
-- 사 업 비 : 2조 7,438억원(광역철도사업비 5,964억원)
※ 시 분담 : 273억 79백만원

-- 사업기간 : 1997.~2012.12.
++경춘선 천마산역 신설
-- 화도읍 묵현리 320-25번지 일원 / 지상 2층 955㎡
-- 총사업비 : 18,251백만원(국비 2,721, 시비 15,530)
-- 사업기간 : 2010.01.~2014.09.
++진접선(지하철 4호선 연장) 복선 전철 사업 (2013.~2019.)
-- 구 간 : 노원구 당고개역 ~ 진접택지지구 / 14.89km(남양주 12.73km)
-- 사 업 비 : 13,322억원(예타조사 기준)
-- 추진일정 : 2015. 착공 / 2019. 준공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 복선 전철 사업(2014.~2022.)
-- 구 간 : 암사~구리~진건지구~별내지구 / 12.91km(우리시 2.3km)
-- 사 업 비 : 12,972억원(기본계획 기준)
-- 사업기간 : 2006. ~ 2019.
-- 추진일정 : 2015. 착공 / 2022.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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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
시민중심의 교통·도로
서비스 구축 및 안전도시 고, 불합리한 지·간선체계 개편, 비효율·굴곡·장거리 노선 조정 및 과다, 중복노
선 개편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 제공
구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주요 지방도·국지도 교통정보수집·제공체계 확립
-- 주요 간선도로 중심의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제공체계를 확립
-- 시민들에게 사업구간의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관리 효율성 제고
--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첨단교통시설물 임대비용 절감
++첨단화시설 표준모델 적용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도시미관에 기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교통소통 원활화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우회경로 통행을 유도하여
평균 통행속도 향상 및 주요 교차로 평균 대기행렬 감소
-- 평균통행속도 : 약 6km/h 향상
-- 주요 교차로 대기행렬 길이 : 약 2m 감소
++실시간 신호제어를 통한 주요 교차로 지정체 감소
-- 평균제어지체시간 : 약 30초 감소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인지도 및 대시민 만족도 증가
-- 2012년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3단계 사업 사전·사후평가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 교통정보 시민이용률 확대에 따라 대시민 인지도 및 만족도 향상
-- 인지도 : 시행전 : 64% → 시행후 : 82% (인지도 18% 향상)
-- 만족도 : 시행전 : 30% → 시행후 : 80% (만족도 50% 향상)
++도로전광판(VMS)을 활용한 우회도로 이용자 증대 및 높은 확대 설치 요구
-- 도로전광판을 활용한 우회도로 이용자 : 도로이용자의 약 65%
-- 도로전광판 확대 설치 요구 : 도로이용자의 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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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철도망 확충으로
동북부 교통거점도시
발판 마련

만 시간의 발자취

10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차문화가 선진화되었습니다.

++2013.09월 기준 104개소의 교통체계 개선사업(TSM)을 정비하였고, 2017년
21개소 추가 정비

2006. 7.

-

수도권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104
▶

2013. 9.

104개소

+21
▶

2017.10.

125개소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도권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 7월 126개
노선에 강남노선 등 12개 노선을 추가하여 2017년 현재 138개 버스 노선을
운영 중

2006. 7.

126개 노선

+15
▶

2010.12.

136개 노선

+00
▶

버스전용차로제(BRT)
운영

첨단화 승강장 설치

2017.10.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구리~도농삼거리 2.3㎞
구간에 BRT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개통 전·후 비교결과 버스 통행속도가 19.9
~ 24.4㎞로17.5~45.2%가 향상
++간선급행버스(BRT) 추진(2011.01.~2013.12.)
-- 구 간 : 8.1㎞(별내~석계) (남양주시 2.6㎞, 구리시 0.3㎞, 서울시 5.2㎞)
-- 사 업 비 : 115억원(LH부담) ※ 별내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① 왕숙천~도농삼거리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전·후
비교 결과, 버스 통행속도가 19.9~24.4km로 17.5~45.2% 향상
② 통행시간 편차가 기존대비 31.9% 축소되어 정시성 향상
++2007년 7월 시 자체적으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 민간 사
업자 설치 등으로 총 723개소(2017.10월 기준) 첨단화 승강장 설치하였으며,
2018년까지 4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763개소 최첨단 교통정보 시스템을
갖춘 첨단화 승강장 설치
++첨단화 승강장 설치 현황

138개 노선
2006. 7.

++강남역행 직행좌석 5개 노선 50대 신규 개통 (2009년 3월~)
--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 20대 신설
* M2316[화도-잠실역](2012년 6월)
* M2323[호평-잠실역] (2013년 10월)
-- 전국 최초로 잠실역행 노선버스에 2층 버스 8대 투입(2015. 10. ~ 2017. 9.)
++화도 3대, 진접 2대, 와부·호평·별내 각 1대
※ 2 017년 말 5대, 2018년 말 5대 추가 도입 예정(도입시 입석률 분석으로 노선
결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민중심 교통정책 추진
++택시산업(1,033대)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브랜드 콜택시 운영 내실화
-- 진접택지지구,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서울 출·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 수요 증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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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문화 선진화 및
주차장 조성

▶

2014. 6.

516개소

+207
▶

2017.12.

723개소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103개소, 2017.12.)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 실적(2008. ~ 2017. 10년간 1,682면)
++전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환승 주차장 설치
-- 사능제2공영주차장(2010.) : 118면/2,500㎡
-- 화도 제3공영주차장(2011.) : 31면/838㎡
-- 퇴계원 제3공영주차장(2011.) : 134면/4,250㎡
-- 와부 제3공영주차장(2012.) : 101면/2,287㎡
-- 사능역 공영주차장(2015.)
: 92면/4,994㎡
-- 천마산역 공영주차장(2016.) : 82면/3,841㎡
++스마트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사업 추진(2017.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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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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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관내 도로망의 개선으로
마을이 가까워지고 시민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주요간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
도, 국지도, 지방도, 광역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및 확
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요간선도
로망의 구축 및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망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요 간선도로의 정비와 우회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을 통하여 사통팔달의 도
로망을 지속해서 구축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도로연장은 고속국도 22,3km,
일반국도 93km, 지방도 52.5km, 국지도 63.7km 시도 16.3km, 군도 84km
등 총연장 331.8km

국도 개설

++국도46호선(진관Ic~사능IC) 도로개설공사 완료(2014년 4월)
++국도43호선(광전Ic~의정부) 도로확포장공사 완료(2016년 5월)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 도로개설공사 용역 진행
++국도47호선(퇴계원~진접) 도로개설공사 2017년 완공 예정
++국도47호선(진접~내촌) 도로개설공사 2019년 완공 예정
++화도~양평 고속도로 2020년 완공 예정

지방도 · 국지도 개설

++지방도383호선(용정~오남) 도로개량공사 완료(2010년 12월)
++지방도383호선(퇴계원~진건) 도로확포장공사 완료(2011년 6월)
++지방도387호선(창현~차산) 도로확포장공사 완료(2012년 5월)
++국지도86호선(진접~사능) 도로개설공사 완료(2012년 12월)
++국지도98호선(내각~오남) 도로개설공사 완료(2013년 12월)
++국지도86호선(와부~화도) 도로 5km구간 확정 진행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도로개설공사 보상착수
++지방도387호선(화도~운수) 도로개설공사 재설계용역 착수

군도 · 시도·농어촌
도로 개설

++군도2호선(임송~송능) 도로개설공사 완료(2010년 12월)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공사(1구간 2.2Km, 3구간 2.3Km)
완료(2011년 10월)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2017년 10월)
++군도11호선(율석리) 도로개설공사(1구간 180m) 완료(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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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 시도·농어촌
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도로 101호선(섬말~장개울)도로개설공사 완료(2013년 12월)
++농어촌도로 203호선(원지둔~군안) 도로개설공사(1구간 430m) 완료
(2012년 12월)
++농어촌도로 203호선(청학~용암) 도로개설공사 2018년 완공 예정
++농어촌도로 212호선(합성~웃송능) 도로개설공사 2022년 완공 예정
++농어촌도로 205호선(월문1리~5리) 도로개설공사 보상 착수
++농어촌도로 102호선(창현~차산) 도로개설공사 2019년 완공 예정
++농어촌도로 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개설공사 2019년 완공 예정

02

++창현도시계획도로(대로2-201호)도로확장공사 2019년 완공 예정
++대로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018년 완공 예정
++화도 도시계획도로(중2-201호) 개설 완료(2010년 1월)
++ 동양파라곤 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대3-14,14호) 개설 완료(2011년 10월)
++와촌부락 도로확장공사 개설 완료(2013년 12월)
++화도 도시계획도로(중1-204호) 개설 완료(2013년 12월)
++진접 도시계획도로(중1-102호) 개설 완료(2014년 11월)
++진벌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개설 완료(2015년 11월)
++오남 도시계획도로(대3-102호) 개설 완료(2016년 4월)
++화도 도시계획도로(중1-204,2-222호) 개설 완료(2016년 9월)
++진건 도시계획도로(소1-2,2-21호) 개설 완료(2017년 5월)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 개설공사(1-1구간)
++2017년 12월 완공 예정
++진접읍 장현리 산림교육원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완료(2017년 6월)
++와부 도시계획도로(소2-27,2-51호) 개설(1구간) 완료(2017년 3월)
++용정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 2018년 완공 예정
++호평 도시계획도로(중2-17호) 개설공사 2018년 완공 예정
++경기도 물맑음수목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7년 완공 예정
++평내 도시계획도로(소1-32호) 개설공사 2018년 완공 예정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대3-2호) 확포장공사(2구간 1차분) 보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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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곳곳에 펼쳐질
편리한 도로망

만 시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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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전국을 잇는 교통 요충지 광역교통망 확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위치는 경기도 동북부에 자리하며, 수도 서울에서 동으로 26km 지
점에 그리고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동북방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한 사통
발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수도 서울 동북부 교통의 관문으로 5개 노선의 국도
가 통과하는 등 많은 교통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나 교통량보다 도로여건이 미
비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어 주요 간선도로의 정비와 우회도
로개설 및 확·포장 등을 통하여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민자도로 도로개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완료(2011년 9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완료(2017년 4월)
++서울~춘천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완료(2009년 8월)
++구리~포천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완료(2017년 6월)
++화도~포천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2022년 완공 예정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도시건설

++남양주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자동차 등 도시지표들이 증가하여
자동차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과 도심 주차난, 자동차 온실가스로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도시생활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 시민 불편 가중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도시를 건
설하고자 중앙선, 경춘선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도로와 왕숙천, 사능천 등의
하천변 명품 자전거도로 구축하였으며, 호평·평내, 별내, 진접 등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구축
-- 폐철도를 이용한 중앙선, 경춘선, 북한강 자전거도로 조성
-- 2016년 한강변 조안면 봉안터널 이용객 현황 (약 100만여명)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지정 (2015.11.)
++관내 자전거 도로 현황
구분
1

노선명
총계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장(㎞)
232.56
11.4

2

남·북한강변 자전거도로

24.47

3

왕숙천변 자전거도로

21.32

4

경춘선 자전거도로

23.50

5

106

지방하천 자전거도로
(사능,용암,묵현,직동,덕송,불암,오남)

02

18.01

6

호평·평내 자전거도로

27.16

7

화도 자전거도로

11.45

8

진접, 오남 자전거도로

42.92

9

금곡, 지금,도농, 와부 자전거도로

15.03

10

퇴계원, 진건, 별내면 자전거도로

20.74

11

별내동 자전거도로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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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nd

2

시민과 함께한 도전, 그리고 변화
남양주의 변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시민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이 만족하는 남양주 지난 12년의 성과 속에는

두번째 이야기

12년의 수상성과

미래의 잠재력과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구 분

(단위:백만원)

합 계

중앙정부

경기도

2007.

외부기관

계

380

27,609.6

172

12,206.0

152

14,363.4

54

1,040.2

최우수

133

13,990.0

61

5,678.3

35

8,311.5

36

0.2

우 수

160

12,696.6

91

6,108.5

63

5,599.1

6

989.0

장 려

87

923.0

20

419.2

54

452.8

12

51.0

■ 연도별 수상실적
구 분
계

■ 주요 수상실적

2008.
2009.
2010.
2011.

(단위:백만원)

합 계

중앙정부

경기도

외부기관

2012.

378

27,609.6

172

12,206.0

152

14,363.4

54

1,040.2

2006년

7

157.8

2

100.0

5

57.8

-

-

2007년

43

3,131.9

23

2,918.5

17

213.4

3

-

2008년

37

645.5

13

125.3

12

520.0

12

0.2

2009년

34

29.7

7

121.0

22

172.7

5

-

2010년

33

1,354.5

15

1,070.0

18

284.5

-

-

2011년

29

2,065.0

13

1,953.0

13

112.0

3

-

2012년

29

3,273.3

14

2,135.5

12

1,137.8

3

-

2013년

37

1,701.5

20

1,282.0

12

419.5

5

-

2014년

34

1,340.0

13

317.0

15

188.0

6

835.0

2015년

46

1,926.0

25

999.0

17

927.0

4

-

2016년

34

7,969.7

20

464.7

8

7,300.0

6

205.0

2017년

23

3,750.7

11

720.0

4

3,030.7

8

-

2013.

2014.
2015.
2016.

2017.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 특별상 (행정자치부)
2007년 지방행정혁신 우수브랜드 사업 선정 (행정자치부)
제10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 상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우 수 (보건복지가족부)
제1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 상 (행정안전부)
자활사업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대통령) (보건복지부)
지역일자리 창출 최우수(대통령) (행정안전부)
대중교통시책평가 최우수 (국토해양부)
2011년 도시대상 최우수 (국토해양부)
섬김이 대상(기업애로 해소) 최우수 (행정안전부)
평생학습도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공모 전국 1등 (국토해양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복지분야 민관협력 우수사례 대 상 (보건복지부)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 상 (교육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일자리 창출도시부문) 대 상
(대한민국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
복지행정상 대 상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분야 대 상 (보건복지부)
제5회 생산성 대상 생활환경분야 최우수 (행정자치부)
2014년 제방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행정자치부)
2015년 제방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행정자치부)
자전거 우수시책(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 최우수 (행정자치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평가 대 상 (행정자치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대 상 (보건복지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 (한국지방행정연구회)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챔피언 시장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공공혁신부문 대 상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지방자치 대 상
2017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미래경영 CEO
2017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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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분야 최우수 /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
2016년 제방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행정자치부)

110

111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 2006년 수상성과

만 시간의 발자취

10
■ 2007년 수상성과

+ 2006년 재정운영 분석 결과 최우수 (2006.12. 행정자치부)

+ 간판시범거리우수지자체육성·지원 사업 우 수 (2007.01. 행정자치부)

+ 2005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 (2006.08. 경기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산모 신생아 돌보미 사업) 우 수 (2007.12. 보건복지부)

+ 2006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최우수 (2006.12. 경기도)

+ 2007년 보건복지부건강행태개선사업(비만) 평가 우 수 (2007.12. 보건복지부)

+ 2006년 경기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 수 (2006.10. 경기도)

+ 2007년 만성병관리조사감시 FMTP종합평가대회 우 수 (2007.11. 질병관리본부)

+ 2006년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평가 최우수 (2006.12. 경기도)

+ 2007년 정보소외계층대상 도서관프로그램공모 우 수 (2007.02. 경기도)

+ 2006년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우 수 (2006.10. 행정자치부)

+ 구강보건 분야(우수사례) 우 수 (2007.01. 경기도)

+ 2006년 경기도행정혁신경진대회 고객서비스혁신분야 우 수 (2006.10. 경기도)

+ 건강증진 사업 분야(우수사례) 우 수 (2007.01. 경기도)

+ 2006년 정보소외계층대상 도서관 프로그램 공모 우 수 (2006.08. 경기도)

+ 2006년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우 수 (2007.03. 경기도)

02

+ 2006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 평가 결과 우 수 (2007.07. 경기도)

+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 특별상 (2007.07. 행정자치부 한국일보)
+ 2007년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성과 전시부문 최우수 (2007.10. 행정자치부)
+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실적 평가 최우수 (2007.12. 행정자치부)
+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중앙평가 최우수 (2007.12. 보건복지부)
+ 2007년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최우수 (2007.10. 행정자치부)
+ 2008년 시범농업기술센터 모델 선정 (2007.07. 농촌진흥청)

+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평가 우 수 (2007.12. 경기도)
+ 금연클리닉 평가 우 수 (2007.12. 경기도)
+ 지방행정「혁신명품」선정 인증 (2007.12. 행정자치부)
+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평가 장 려 (2007.12. 행정자치부)
+ 지방기금 성과분석 평가 장 려 (2008.01. 행정자치부)
+ 2007년 주민서비스 혁신 평가 장 려 (2007.12. 행정자치부)
+ 200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 려 (2007.08. 경기도)
+ 2007년 의료급여 시·군 평가 장 려 (2007.12. 경기도)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경기도2위, 전국17위 (2007.08. 보건복지부)

+ 2007년 도로정비심사 장 려 (2007.12. 경기도)

+ 2007년 새해영농설계교육(우수기관) 최우수 (2007.04. 경기도)

+ 2007년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실태 평가 장 려 (2007.12. 경기도)

+ 2007년 경기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최우수 (2007.10. 경기도)

+ 2007년 민원행정종합평가 장 려 (2007.12. 경기도)

+ 기업애로처리시스템 운영평가 최우수 (2007.12. 경기도)

+ 2007년 말라리아방역사업 장 려 (2007.12.경기도)

+ 2007년 지방행정혁신 우수브랜드 사업 선정 (2007.05. 행정자치부)

+ 2007년 공공근로사업 시군종합평가 장 려 (2007.12. 경기도)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평가 우 수 (2007.12. 행정자치부)

+ 시민일보제정 제5회 행정·의정대상(시장) 행정대상 (2007.06. 시민일보)

+ 균형발전업무 추진평가 우 수 (2007.12. 행정자치부)

+ 2007년 경인히트상품 선정 금 상 (2007. 6. 경인일보사)

+ 제2회 지역자원 경연대회 참가 우 수 (2007.12. 행정자치부)

+ 2007년 올해를 빛낸 인물20인 자랑스런 향토인부문(시장) 선정 (2007.12. 코리아헤럴드)

+ 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우 수 (2007.12. 행정자치부)

+ 제8회 공공혁신 전국대회 주민생활지원 부문 우 수 (2007.11. 한국공공자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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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사랑 우수혁신평가 우 수 (2007.12.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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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수상성과

■ 2008년 수상성과

+ 제10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부문 대 상 (2008.12. 행정안전부)

+ 2008년 소하천분야 표창 장 려 (2008.12. 경기도)

+ 2007년 기술진단 운영관리 우수시설평가 최우수 (2008.05. 환경관리공단)

+ 2008년 주민생활서비스 평가 장 려 (2008.12. 경기도)

+ 2008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우수기관 최우수 (2008.03. 농촌진흥청)

+ 제16회 경기도민문화의 한마당 (새마을문고) 대 상 (2008.09. 경기도새마을회)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확산 유공기관 최우수 (2008.12. 농촌진흥청)

+ 제6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부스운영 분야) 최우수 (2008.11. 경기도 한국관광협회)

+ 2007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하수도부문) 우 수 (2008.11. 행정안전부)

+ 2008년 경인히트상품 행정서비스 지원시책부문기업지원센터 대 상 (2008.12. 경인일보사)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시책 평가 우 수 (2008.12.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대표축제(역사인물부문) 대 상 (2008.07. 한국경제TV 한국자치발전연구원)

+ 2008년 공공구매촉진우수기관 우 수(국무총리) (2008.06. 중소기업청)

+ 제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국1위 (2008.10.(사)열린사회 시민연합)

+ 2008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우 수 (2008.12. 보건복지부)

+ 2008년 국제비즈니스대상(IBA)-사내외보부문 대 상 (2008.09.IBA)

+ 2007년 소하천정비사업 포상 장 려 (2008.04. 소방방재청)

+ 제28회 국민독서경진경기도대회(새마을이동도서관) 최우수 (2008.11.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평가 BestHRD 기관인증

+ 제28회 국민독서경진경기도대회(새마을문고) 장 려 (2008.11.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2008.09.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 녹색구매정책 모니터링 3위 (2008.12.푸른경기21)

+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선정 입 상 (2008.09. 행정안전부)

+ 제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호평동주민자치센터) 장 려 (2008.10.(사)열린사회시민연합)

+ 지방행정혁신명품인증(희망케어센터) 인 증 (2008.01. 행정자치부)

+ 제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평내동주민자치센터) 장 려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평가 1위 (2008.11.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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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에게 올바른 걷기운동을 보급한 공로 공로상 (2008.12. 재)대한걷기연맹)

+ 2007년 대중교통시책평가 B그룹 3위 (2008.05. 국토해양부)

+ 2007년 교통대책 종합평가 최우수 (2008.03. 경기도)

만 시간의 발자취

10

(2008.10.(사)열린사회시민연합)
+ 2007년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 운동 장 려 (2008.02. 경기농림진흥재단)

+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기관 대 상 (2008.05. 경기도)
+ 2007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우 수 (2008.05. 경기도)
+ 경기도주민자치센터우수동아리 경연대회(호평동천마산터울림) 장 려
(2008.07. 경기도)
+ 2007년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장 려 (2008.04. 경기도)
+ 2008년 기업애로처리 추진상황평가 장 려 (2008.12. 경기도)
+ 2008년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평가 장 려 (2008.07.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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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도로정비심사 평가 장 려 (2008.12.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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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 2008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유공기관 포상 우 수 (2009.12. 기획재정부)
+ 아동급식 추진 우 수 (2009.08. 보건복지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의료급여부문) 우 수 (2009.12. 보건복지가족부)
+ 하수도분야 경영평가 우 수 (2009.02. 행정안전부)
+ 2009년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콘테스트 우 수 (2009.12. 행정안전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 수 (2009.09. 환경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기관 평가 장 려 (2009.12. 행정안전부)
+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평가 최우수 (2009.06. 경기도)
+ 2009년 상수도관리 평가 최우수 (2009.12. 경기도)
+ 제7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부스운영부문 최우수 (2009.11. 경기도)
+ 2009년 경기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 수 (2009.09. 경기도)
+ 자활사업 우수기관(자활센터) 우 수 (2009.05.경기도)
+ 희망근로프로젝트 시ㆍ군 중간평가 우 수 (2009.10.경기도)
+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 수 (2009.11.경기도)
+ 경기도우수동아리경진대회(에어로빅:평내동) 우 수 (2009.09. 경기도)
+ 2010년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시범사업 제안 우 수 (2009.09. 경기도)
+ 모범민원실평가 우 수 (2009.12.경기도)
+ 2009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경기도 콘테스트 우 수 (2009.09. 경기도)
+ 승용차 요일제 종합평가 장 려 (2009.03. 경기도)
+ 교통대책 종합평가 장 려 (2009.03. 경기도)
+ 2009년 규제완화 가시화 노력 시군평가 장 려 (2009.06. 경기도)
+ 무한돌봄 사업 장 려 (2009.11. 경기도)
+ 자활사업 우수 지지체 장 려 (2009.05. 경기도)
+ 2009년 주민자치센터경진대회(센터운영분야:호평동) 장 려 (2009.09. 경기도)
+ 2009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주민자치분야:호평동) 장 려 (2009.09.경기도)
+ 기업SOS시스템 운영 장 려 (2009.12. 경기도)
+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장 려 (2009.04. 경기도)
+ 2009년 도로정비심사 평가 장 려 (2009.12. 경기도)
+ 2009년 상반기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장 려 (2009.09. 경기도)
+ 제5회 경기도박물관인상 공로상 (2009.12. 경기도박물관협회)
+ 2009년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편집대상 (2009.12. 사)한국사보협회)
+ 제1회 친환경도시대상 대 상 (2009.02.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 한국색채대상 도시환경(지자체)분야 우 수 (2009.11. (사)한국색채학회)
+ 제7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대 상 (2009.06. 내외매일뉴스내외환경뉴스국제환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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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수상성과
+ 제12회 아름다운화장실대상 대상 (국무총리) (2010.11. 행정안전부)
+ 2010년 조기집행 6월말 평가 최우수 (2010.07 행정안전부)
+ 시군 직장협의회 평가 최우수 (2010.09 행정안전부)
+ 전국 청소년상담 기초자치단체 평가 최우수 (2010.12. 가족여성부)
+ 자활사업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대통령) (2010.09. 보건복지부)
+ 2009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우 수 (2010.03. 행정안전부)
+ 2010년 상반기 일자리정책 평가 우 수 (2010.09. 행정안전부)
+ 창의실용제도개선우수사례선정 우 수 (2010.12 행정안전부)
+ 2010년 생생도시 우수기관 선정 우 수 (2010.11. 행정안전부)
+ 2010년 전국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공모 우 수 (2010.12. 행정안전부)
+ 2009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우 수 (2010.03. 국토해양부)
+ 2010년 보건복지정책 대상 우 수 (2010.12 보건복지부)
+ 사례관리사업 시범 평가 우 수 (2010.07. 보건복지부)
+ 2010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우 수 (2010.11. 보건복지부)
+ 2010년 경기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최우수 (2010.11. 경기도)
+ 제8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부스디자인분야) 최우수 (2010.11. 경기도)
+ 2009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우 수 (2010.01. 경기도)
+ 농업인대학평가 우 수 (2010.04. 경기도)
+ 세외수입 종합 평가 우 수 (2010.06. 경기도)
+ 2010년 희망근로사업 시ㆍ군 평가 우 수 (2010.06. 경기도)
+ 음식문화시범거리 추진실태 평가 우 수 (2010.06. 경기도)
+ 2010년 조기집행 6월말 평가 우 수 (2010.08. 경기도)
+ 2010년 자활지원사업 평가 우 수 (2010.09. 경기도)
+ 기업SOS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 수 (2010.10. 경기도)
+ 2010년 을지연습 유공(기관) 우 수 (2010.11. 경기도)
+ 2009년 소하천 정비실태 평가 장 려 (2010.01. 경기도)
+ 겨울철 강설시 대처상황 평가 장 려 (2010.04 경기도)
+ 2010년 정부합동평가대비 시군평가 장 려( 2010.05. 경기도)
+ 2010경기도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경진대회 장 려 (2010.06. 경기도)
+ 2010년 봄철산불예방 추진평가 장 려 (2010.07. 경기도)
+ 모범민원실평가 장 려 (2010.08. 경기도)
+ 2010년 도로정비심사 장 려 (2010.12.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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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두번째 이야기
+ 지역일자리창출 최우수(대통령) (2011.03. 행정안전부)
+ 2011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최우수 (2011.12. 국토해양부)
+ 2011년 도시대상 최우수 (2011.10. 국토해양부)
+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평가 최우수 (2011.12. 농촌진흥청)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평가 최우수 (2011.11. 보건복지부)
+ 섬김이 대상 (기업애로해소 규제개혁) 최우수 (2011.01. 행정안전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평가 우 수 (2011.11. 보건복지부)
+ 2010년 보건복지정책대상(친서민 정책 분야) 우 수 (2011.01. 보건복지부)
+ 제8회 지역산업정책대상 우 수 (2011.09. 지식경제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 수 (2011.11. 행정안전부)
+ 하수도 서비스 평가 우 수 (2011.09. 환경부)
+ 2011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대표도시지정 (2011.05. 교육과학기술부)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전국 2위 (2011.10. 국토해양부)
+ 2011년 희망리본사업 평가 최우수 (2011.12. 경기도)
+ 2011년 음식문화개선 평가 최우수 (2011.12. 경기도)
+ 2011년 무한돌봄센터 사업 평가 최우수 (2011.12. 경기도)
+ 2010년 경기도 도서관 평가 (지역 사랑방 부문) 우 수 (2011.02. 경기도)
+ 공동주택 업무평가 우 수 (2011.12. 경기도)
+ 2011년 시·군 보안관리 실태 평가 우 수 (2011.12. 경기도)
+ 2011년 민원행정업무 장 려 (2011.12. 경기도)
+ 2011년 도로정비심사 장 려 (2011.11. 경기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장 려 (2011.12. 경기도)
+ 2011년 음식문화거리 평가 장 려 (2011.10. 경기도)
+ 2011년 산불방지 유공 우수기관 장 려 (2011.06.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장 려 (2011.03. 경기도)
+ 다산문화제 경기도 10대 축제 선정 (2011.11. 경기도)
+ 2011년 경인히트상품 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대 상 (2011.11. 경인일보)
+ 2011년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2011.07.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2011년 국제비즈니스대상(IBA) 대상(STEVIE WINNER 수상) (2011.11. 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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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수상성과
+ 2012년 조기집행 추진 우수 기관 표창 최우수 (2012.07.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 (2012.01. 행정안전부)
+ 2012년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공모 전국 1등 (2012.05. 국토해양부)
+ 지능형 다기능 가변안내표지판시범도시 사업유치 전국 1등 (2012.09. 국토해양부)
+ 2012년 전국주민자치센터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대 상 (2012.10. 문화체육관광부)
+ 아름다운 자전거길 유지관리 우 수 (2012.12. 행정안전부)
+ 세대공감 프로젝트 S-mart 스쿨 수상 우 수 (2012.08. 행정안전부)
+ 2012년 전국자원봉사 우수센터 선정 우 수 (2012.12. 행정안전부)
+ 드림스타트사업추진 우 수 (2012.05. 보건복지부)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우 수 (2012.12. 보건복지부)
+ 2012년 전국 노인자원봉사클럽 경진대회 장관상 (2012.12. 보건복지부)
+ 2012년 지방자치단체복지정책평가(창의적전달체계부분) 특별상 (2012.11. 보건복지부)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우수단체 (2012.11. 교육과학기술부)
+ 광역BIS구축관련국고보조금지원(BIS구축 분야) 우 수 (2012.11. 국토해양부)
+ 농촌진흥청 2012 사업평가 우수기관 장 려 (2012.12. 농촌진흥청)
+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대 상 (2012.06. 경기도)
+ 2012년 조기집행 추진 우수 기관 표창 우 수 (2012.08. 경기도)
+ 2012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평가 우 수 (2012.12. 경기도)
+ 2012년 경기도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참단화승강장광고유치) 우 수 (2012.06. 경기도)
+ 2011년 주택행정 건실화 추진 우 수 (2012.12. 경기도)
+ 제42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 장 려 (2012.06.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관리 장 려 (2012.03. 경기도)
+ 강설 대처상황 평가 장 려 (2012.04. 경기도)
+ 춘계 도로정비 평가 장 려 (2012.06. 경기도)
+ 마을기업 육성 사업 장 려 (2012.11. 경기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장 려 (2012.11. 경기도)
+ 2012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입 상 (2012.07. 경기도)
+ 2012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장 려 (2012.06. 경기도)
+ 2013년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 대 상 (2012.12. 월간중앙)
+ 제10회 신품질상 서비스혁신부문 대 상 (2012.05. 한국품질재단)
+ 2012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일자리공약분야” 우 수 (2012.06.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2012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지역활성화 분야 장 려
(2012.10. (사)열린사회 시민연합 공동대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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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균형집행 분야 최우수 (2013.07. 안전행정부)
+ 2013년 공기업경영평가(상수도분야) 최우수(국무총리) (2013.12. 안전행정부)
+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총괄 분야 대상(국무총리) (2013.10. 안전행정부)
+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평생교육부문 최우수상(장관) (2013.10. 안전행정부)
+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동아리발표 대상(장관) (2013.10. 안전행정부)
+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대 상 (2013.11. 보건복지부)
+ 복지행정상(민관협력 우수사례 분야 대 상 (2013.11. 보건복지부)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평가 최우수 (2013.12. 보건복지부)
+ 2013년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전국 1등 (2013.04. 국토교통부)
+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 상(국무총리) (2013.10. 교육부)
+ 2012년 전국 노인자원봉사클럽 경진대회 우 수 (2013.05. 보건복지부)
+ 제26회 세계금연의 날 우수기관 표창 우 수 (2013.05. 보건복지부)
+ 복지사업 종합 우 수 (2013.11.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의 날 기념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우 수 (2013.12. 보건복지부)
+ 2014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우 수 (2013.11. 국토교통부)
+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우 수 (2013.12. 국토교통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지역맞춤형부문) 우 수 (2013.09. 고용노동부)
+ 외국청소년 방한 활성화 우 수 (2013.02. 문화체육관광부)
+ 2013년 도시대상(도시계획분야) 장관상 (2013.10. 국토교통부)
+ 2013년 경기도우수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경연대회 으뜸상(대상) (2013.06. 경기도)
+ 기록물관리 분야 최우수 (2013.02. 경기도)
+ 2013년 지적행정종합평가 최우수 (2013.12. 경기도)
+ 2013년 자활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2013.12. 경기도)
+ ‘12/’13년 겨울철 재난관리실태 평가 우 수 (2013.04. 경기도)
+ 2013년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 우 수 (2013.12. 경기도)
+ 겨울철 제설 대책 우 수 (2013.05. 경기도)
+ 말라리아 퇴치사업 우 수 (2013.12. 경기도)
+ 2013년 경기도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 수 (2013.09. 경기도)
+ 경기도 주민자체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 수 (2013.09. 경기도)
+ 2013년 희망리본사업 우 수 (2013.12. 경기도)
+ 지방 세정 종합 평가 분야 노력상 (2013.05. 경기도)
+ 2013년 경기도우수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경연대회 으뜸상(대상) (2013.06. 경기도)
+ 경기도 주민자체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 수 (2013.09. 경기도)

120

■ 2013년 수상성과
+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 상(일자리 창출도시부문) 대 상 (2013.04. 대한민국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
+ 2013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대 상 (2013.05. 언론인연합협의회 공동 주관)
+ 2013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 (2013.09. 환경미디어)
+ 2013년 녹색환경대상 대 상 (2013.07. 환경법률신문사)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우수 자치단체 우 수 (2013.12.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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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상성과

만 시간의 발자취

10

121

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 2014년 하수도 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 (2014.11. 행정자치정부)
+ 2014년 전국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 (2014.12. 행정자치부)
+ 2014년 복지행정상「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대 상 (2014.12.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우수 지자체 대 상 (2014.11. 보건복지부)
+ 2014년 U-City서비스 경진대회 대 상 (2014.12. 국토교통부)
+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우 수 (2014.07. 행정자치부)
+ 초등교육사업비 지원 사업 우수기관 표창 (2014.12. 교육부)
+ 2014년 복지행정상「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우 수 (2014.12. 보건복지부)
+ 2014년 지자체 복지사업 종합평가 우 수 (2014.12. 보건복지부)
+ 2014년 의료급여 사업평가 우수기관 표창 우 수 (2014.11. 보건복지부)
+ 2014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표창 우 수 (2014.12. 보건복지부)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 우 수 (2014.12. 보건복지부)
+ 2014년 민원행정서비스우수기관인증 행자부인증 (2014.12. 행정자치부)
+ 폐기물성상개선 우 수 (2014.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2014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1위 (2014.12. 경기도)
+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최우수 (2014.12. 경기도)
+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최우수 (2014.07. 경기도)
+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 최우수 (2014.12. 경기도)
+ 201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 수 (2014.09. 경기도)
+ 2014년 도로명주소사업 종합평가 우 수 (2014.12. 경기도)
+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우 수 (2014.07. 경기도)
+ 정부3.0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우 수 (2014.04. 경기도)
+ 자원재활용 우 수 (2014.12. 경기도)
+ 2013년 농촌지도사업 지원기획분야 우 수 (2014.06. 경기도)
+ 2014년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 장 려 (2014.12. 경기도)
+ 도로관리 평가 장 려 (2014.11. 경기도)
+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결과 3위 (2014.12. 경기도)
+ 2014년 시군 종합 평가 노력상 (2014.12. 경기도)
+ 2014년 도로정비 평가 장 려 (2014.11. 경기도)
+ 2013년 경기도 청소년문화존 모니터링 평가사업 최우수 (2014.01.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공약이행률 평가 공약대상 (2014.04. 법률소비자연맹)
+ 지자체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 장 려 (2014.0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기초생활기반확충) 우 수 (2014.0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경기소재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선 정 (2014.03.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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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수상성과
+ 201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대 상 (2015.10. 보건복지부)
+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공모사업 최우수 (2015.08. 행정자치부)
+ 제5회 생산성대상 생활환경분야 우수사례 최우수 (2015.10.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최우수 (2015.10. 행정자치부)
+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2015.05.행정자치부)

02

+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2016.05.행정자치부)
+ 2015년 하수도 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 (2015.08. 행정자치부)
+ 2015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국무총리 (2015.04. 국민안전처)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최우수 (2015.12. 여성가족부)
+ 정부3.0 선도과제 우수사례 공모사업 선 정 (2015.11. 행정자치부)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우 수 (2015.12. 행정자치부)
+ 2015년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 수 (2015.04. 국민안전처)
+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지원 사업 우 수 (2015.01. 국방부)
+ 2015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우 수 (2015.12. 국토교통부)
+ 201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 수 (2015.11. 국토교통부)
+ 6차 산업활성화 유공 우 수 (2015.12. 농림축산식품부)
+ 2015년 기술보급사업 유공 우 수 (2015.12. 농촌진흥청)
+ 2015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 수 (2015.05. 고용노동부)
+ 전달체계 개편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 수 (2015.11. 보건복지부)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우 수 (2015.12. 수도권 대기환경청)
+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활동우수터전(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우 수 (2015.11. 여성가족부)
+ 2015년 우수시군농업기술센터 공로상 (2015.12. 농촌진흥청)
+ 2015년 자활 및 고용복지연계 우수지자체 포상 장 려 (2015.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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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수상성과

만 시간의 발자취

10

+ 201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 사례 평가 공로상 (2015.12. 보건복지부)
+ 전달체계 개편(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공로상 (2015.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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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시민과 함께한 12년

2nd

두번째 이야기
+ 2015년 자율방재단 활동운영 지원평가 최우수 (2015.12. 경기도)
+ 공동주택 우수시군 평가 분야 최우수 (2015.12. 경기도)
+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2015.09. 경기도)
+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 최우수 (2015.12. 경기도)
+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최우수 (2015.10. 경기도)
+ 2015년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 (2015.04. 경기도)
+ 2015년 경기도 민원행정 개선 (오염총량) 최우수 (2015.09. 경기도)
+ 2015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 수 (2015.12. 경기도)
+ 2015년 암 예방의 날 유공기관상 우 수 (2015.03. 경기도)
+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우 수 (2015.11. 경기도)
+ 의료급여사업추진 우 수 (2015.12. 경기도)
+ 2015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 수 (2016.01. 경기도)
+ 2014년 농업인대학 운영분야 우 수 (2015.10. 경기도)
+ 2015년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우 수 (2015.12.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관리 장 려 (2015.12. 경기도)
+ 2014년 자체 감사활동 평가 장 려 (2015.05. 경기도)
+ 2015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장 려 (2015.12. 경기도)
+ 학습도시 조성사업 및 우수사례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2015.09. 유네스코)
+ 2015년 전국기초단체장매니페스토 경진대회(일자리분야) 최우수
(2015.07. 한국매니페스토)
+ 201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대상 (2015.12. (사)한국사보협회)
+ 2015년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대 상 (2015.10. 동아일보사)
+ 2015년 남양주넷 웹접근성(WA) 품질인증 (2015.06. 웹접근성품질인증기관 웹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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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수상성과
+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2016.05.10. 행정자치부)
+ 2016년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2016.08. 행정자치부)
+ 2016년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2016.08. 행정자치부)
+ 자전거 우수시책(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 최우수 (2016.12. 행정자치부)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평가 대 상 (2016.12. 행정자치부)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대 상 (2016.12. 보건복지부)
+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우 수 (2016.07.20. 행정자치부)
+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분야 우 수 (2016.04.26. 질병관리본부)
+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동북부희망케어센터) 나눔본부장상 (2016.10. 보건복지부)
+ 2016년 정부 3.0 우수기관 평가 우 수 (2016.12. 행정자치부)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복지허브화) 우 수 (2016.12. 보건복지부)
+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우 수 (2016.12. 보건복지부)
+ 2016 기초연금사업 우수지자체 우 수 (2016.12. 보건복지부)
+ 우리 명산 클린경진대회 우 수 (2016.12. 산림청)
+ 지속가능교통도시 평가 우 수 (2016.12. 국토교통부)
+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관리청 우 수 (2016.11.03. 한강유역환경청)
+ 공공분야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 려 (2016.11. 행정자치부)
+ 2016 재난관리 실태점검 장 려 (2016.11.10. 국민안전처)
+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유공 장 려 (2016.11.15. 통계청)
+ 재선충병 방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 려 (2016.06.02. 산림청)
+ 2016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대 상 (2016.07. 경기도)
+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분야 최우수 (2016.12. 경기도)
+ 2016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 수 (2016.03.17. 경기도)
+ 2016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우 수 (2016.04.15. 경기도)
+ 2016~2017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우 수 (2016.11.15. 경기도)
+ 경기도 자활사업 우수지자체 우 수 (2016.12. 경기도)
+ 2016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시군 우 수 (2016.12. 경기도)
+ 2016년 경기도 도서관평가 우수기관 우 수 (2016.12. 경기도)
+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 (2016.11. 한국지방행정연구회)
+ 지역발전 우수사례(사회적기업 육성 부문) 우 수 (2016.09. 지역발전위원회)
+ 2016 좋은 세상 나눔이상(남부희망케어센터) 기관상 (2016.09. 1%나눔재단)
+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외부유관단체장) 이사장상 (2016.12.01. (사)한국사보협회)
+ 국제비즈니스 대상(올해의 조직) 동상 (2016.10.21. 스티비어워즈)
+ 국제비즈니스 대상(사외보) 동상 (2016.10.21. 스티비어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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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수상성과
+ 2017 행정서비스공동생산우수사례공모(일반협업분야) 대 상 (2017.10. 행정안전부)
+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최우수 (2017.04. 행정자치부)
+ 2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2017.12. 보건복지부)
+ 2017 아름답고안전한소하천가꾸기 공모전(호만천·지사천) 최우수 (2017.06. 국민안전처)
+ 2017 생애주기맞춤형서비스공모(서비스품질진단) 우 수 (2017.08. 행정안전부)
+ 드림스타트사업평가 우 수 (2017.05. 보건복지부)
+ 결핵예방사업 평가 우 수 (2017.03. 보건복지부)
+ 결핵관리사업 평가 우 수 (2017.07.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사업 계획 우수 지자체 우 수 (2017.09. 보건복지부)
+ 2017 제72 회구강보건의날 유공기관 (구강보건분야) 우 수 2017.06.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 우 수 (2017.03. 경기도)
+ 겨울철(2016년~2017년) 도로제설평가 우 수 (2017.05. 경기도)
+ 2017 NEXT경기 창조오디션 선정 우 수 (2017.06. 경기도)
+ 2017년 인재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 수 (2017.07. 경기도)
+ BestPracticeAward 수상 (2017.04. 아시아행정학회)
+ 2017 전국기초단체장매니페스토 경진대회(사회적경제분야) 최우수 (2017.08. 한국매니페스토)
+ 2017전국기초단체장매니페스토 경진대회(지역문화활성화분야) 최우수
(2017.08. 한국매니페스토)
+ 201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챔피언 시장 (2017.09. OECD)
+ 2017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공공혁신부문 대 상 (2017.09. 중앙일보)
+ 2017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지방자치 대 상 (2017.09. 헤럴드경제)
+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미래경영 CEO (2017.09. TV조선)
+ 2017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전 대 상 (2017.10. 행정자치부)
+ 2017 스티비 어워즈 국제비지니스 대상 동 상 수상 (2017.10. 스티비 어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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