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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남양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2015 남양주 시정계획   ●● NAMYANGJU VISION & PROJECT

Ⅰ.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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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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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미래지향 감성 보육교육

+ 교육 문화 허브도시 구축
+ 감성 보육·교육 환경 조성

Ⅳ. 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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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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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 30기준

인구

+ 642,958명 / 241,279세대 (남 321,463명, 여 32,495명)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위 (경기도 7위)
•1995년 시 승격당시 인구 227,262명

면적

+ 458.1㎢ - 경기도의 4.5% (서울시 면적의 3/4 크기)
•임야 307㎢(67%), 전/답 67㎢(15%), 대지 및 기타 84㎢(18%)
•개발제한구역 180.066㎢(39.3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94.94㎢(42.55%)
•상수원보호구역 42.38㎢(9.25%), 군사시설보호구역 43.4㎢(9.47%)
•수변구역 8.094㎢(1.76%)

재정 현황
예산규모
- 9,856억원

2015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 7,692억원(78.0%)
•특별회계 - 2,164억원(22.0%)

일반회계 규모
(억원)
보전수입 등
200(2.6%)
지방세
2,296(29.9%)

행정운영경비
1,124(14.6%)

재무활동
395(5.1%)

행정구역
행정조직

•5읍(1출장소) 4면 7동 562개 통리

보조금
2,926(38.0%)
세외수입
477(6.2%)

+ 6국 2관 1센터 32과 2직속 2사업소 1시 출장소 16읍면동 1읍 출장소 1의회
•공무원 1,609명(정원) * 1인당 주민수 400명
•본청856, 의회22, 직속기관120, 사업소200, 시출장소92, 읍면동319

학교

+ 115개교 86,076명
•초등학교61, 중학교32, 고등학교19, 대학교1, 대학원1, 특수학교1

기업체

+ 2,178개 업체 (20,413명)
•대기업 1개 업체, 중기업 32개 업체, 소기업 2,145개 업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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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337.2km (29개 노선 / 포장율 93%)
•고속국도 : 2 / 22.4㎞ •일반국도 : 5 / 93㎞ •지방도 : 3 / 59㎞
•국 지 도 : 2 / 63.2㎞ •시 도 : 3 / 16.7㎞ • 군 도 : 14 / 83.3㎞

세입

분야별
쓰임새

정책사업
6,173(80.3%)

교부세
1,143(14.9%)

제정보전금
650(8.4%)

세출

+ 일반회계 (재정자립도 36.1%)
•일반공공행정 371(4.8%)             •공공질서 및 안전 43(0.6%)
•교육 151(2.0%)                            •문화 및 관광 444(5.8%)
•환경보호 512(6.6%)                    •사회복지 3,290(42.7%)
•보 건 199(2.6%)                           •농림해양수산 243(3.2%)
•산업중소기업 39(0.5%)               •수송 및 교통 790(10.3%)
•국토 및 지역개발 392(5.1%)       •예비비 및 기타 1,218(15.8%)
+ 특별회계
•상수도 658(30.4%)                    •수질개선 308(14.2%)
•하수도 882(40.8%)                     •기       타 31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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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 어제와 오늘

주요 통계 및 지표

구 분

1986년
(구리·남양주 분리)

1995년
(미금·남양주 통합→남양주시 출범)

구 분

1986년
(구리·남양주 분리)

1995년
(미금·남양주 통합→남양주시 출범)

행정구역

2읍 6면 2출장소 / 168개 통·리

3읍 6면 6동 / 312개 통·리

행정구역

5읍4면7동 / 562개 통·리

394개 통·리↑

인 구

157,416명 / 38,137세대

237,761명 / 76,524세대

인 구

642,958명 / 241,279세대

485,542명 / 203,142세대↑

행정조직

2실 9과 3사업소
8개 읍면 2출장소

4실 5국 22과 5사업소
1관 15읍면동

행정조직

6국 2관 1센터 37과
2직속 2사업소 시1 출장소
16개 읍면동 1읍 출장소

-

공무원

정원 464명
(1인당 주민수 339명)

정원 1,074명
(1인당 주민수 221명)

공무원

정원 1,609명
(1인당 주민수 400명)

정원 1,145명↑

예산규모

158억원

2,356억원

예산규모

9,856억원 (재정자립도 36.1%)

9,698억원↑

학 교

39개교 32,236명
(초24, 중9, 고6)

44개교 40,959명
(초25, 중11, 고6, 대(원)2)

학 교

115개교 86,076명
(초61, 중32, 고19, 특수학교1, 대(원)2)

76개교 53,840명↑

기업체

225개 업체 / 13,691명

787개 업체 / 13,631명

기업체

2,178개 업체 / 20,413명
(대기업1, 중기업32, 소기업2,145)

1,953개 업체 / 6,722명↑

주 택

-

53,629호 (아파트 17,382호)

주 택

201,384호 (주택 보급률 99%)
(아파트 142,781호)

(‘95년 대비) 147,755호↑
(아파트 125,399호↑)

도 로

총연장 151.5km
(포장율 84%)

총연장 240.3km
(포장율 95.3%)

도 로

총연장 337.2km
(포장률 93%)

총연장 185.7km↑

자동차

3,672대

46,494대

자동차

233,074대

229,402대↑

도서관

1개관
(장서 3,062권/이용자27,165명)

1개관
(장서 618,933권/이용자128,261명)

도서관

10개관
(장서 1,052,011권 / 작은 도서관 9개관)

9개관 ↑
(장서 1,048,949권)

병의원

15개소

99개소

병의원

567개소

552개소↑

도시공원

-

49개소 1,587,000㎡

도시공원

354개소 7,134,867㎡

(‘95년 대비) 305개소 722㎡↑

공공생활
체육시설

-

1개소
(금곡실내체육관)

공공생활
체육시설

81개소
(체육문화센터 6개소)

80개소↑

상하수도

상수도 78% 하수도 31.5%

상수도 67.4% 하수도 57.4%

상하수도

상수도 96.7% 하수도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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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1. 시민 안전 최우선 스마트 안심도시

2. 시민 참여 소통•투명행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심도시 남양주
- 남양주안전지킴이 구성·운영(34개 분야 337명)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분야별 10명 내외 구성
•풍수해, 다중이용시설, 노인장애인시설, 청소년, 산업(재해), 에너지,
    산사태, 건축, 어린이집, 보건, 상하수도 등
•매월 분야별 안전점검 활동 실시, 분기 1회 활동결과 보고회 개최
- 안전지킴이 안전 전문 강사 육성 교육
•42명(안전지킴이, 전문 기술·기술 보유 시민 등)
•안전강사의 역할 및 강의기법, 안전 분야 교육 등 6강 /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 획득
- 신속 / 공정 / 친절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인증
  - 행정자치부 인증마크 2년간 사용(2014.12.~2016.11.)

+ 시민안전을 위한 한발 앞선 예방활동 강화
  - (사전감시시스템) 재난취약지구 영상감시시스템 및 자동음성경보장치(12개소)
  -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778개소), 여름철 물놀이사고 안전관리
  - (방범CCTV 설치 및 개선) 47개소(신규 27, 개선 20)  
+ 안전 도시건설 위한 개발사업, 발주 건설공사 안전사항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 서면검토 17건(행정계획 3, 개발사업 14), 이행실태 점검(5건)
  - (안전사항 검토) 착공 예정사업 2건(진중 푸른물 센터, 내각마을 재생사업)
+ 시민중심 맞춤형 100만 명품도시 남양주 홍보전략 추진
  - (언론매체) 시 각종정책 홍보, 보도자료 배포(1,600건), 홍보 광고(108개 언론사 171건)
  -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옥외 광고매체, 대중교통(버스, 전철 등) 이용 생활밀착형 홍보
  - (인터넷 방송) 다양한 시민참여(22회), 생생정보 운영(13회), 월례조회, 의회 생중계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기 남양주
년의 성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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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한 민원처리 단축율 제고
     ※ 14년 12월 64.3%, 도내 인구 40만 이상 시ㆍ군 중 1위(시군 합동평가)
  - 민원 speed-up 추진단 운영으로 민원처리 제도개선 모색
  - 민원법률연구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민원처리 정확성 확보
+ 시민편의 맞춤형 무료 상담서비스 확대
  - 휴일 및 근무시간 외 상담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시민행복 민원실」조성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행정자치부 국민행복민원실 공모를 위한 민원실 환경 개선
  - 맞춤형 무료 상담서비스(법률, 건축·토목, 노무) 활성화 추진
  - 민원실 연장 운영 및 24시간 제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 무인·통합민원발급기 효율적 관리로 전자민원행정시스템 기능 강화
+ 신속ㆍ정확ㆍ공정한 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
- 민원법률연구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단순ㆍ복합 및 고충민원 등 모든 민원사무의 합리적 처리방안 모색
  - 인ㆍ허가민원 거부처분 최소화 실현
•원인분석 정례화(매월), 사례집 제작(300부)
•사전심사청구 대상 확대(現 10종→12종)
  -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상위권 도약
•2015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사전컨설팅(권익위) 및 자체평가를 통해 미흡 지표 지속적인 보완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5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진행(10월중)
  - 민원처리 단축율 제고 및 해피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Ⅰ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민선
6

+ 선제적 대응과 방재기반 확충으로 재난 없는 안심도시 구축
- (안전지킴이 활성화)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월 1회 점검, 분기별 1회 보고회
- (사전감시시스템) 홍수발생 우려지역(CCTV 5개소 설치),
    별내택지지구 재난경보시스템 관리전환
- (위험요인 사전대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전담 T/F팀 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가구) 안전점검
- (방범용CCTV 설치) 강력범죄 시민안전 도모
•2016년 46개소 신규설치, 61개소 시설개선

+「서·미·경」운동을 통한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
-「서·미·경」실천의 날 운영을 통한 친절 다짐(주 1회)
  - 민원담당 친절워크숍 개최로 친절 마인드 향상(2회/160명)
  - 친절 아침방송(주 1회), 친절사례 및 메시지 전파(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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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2. 시민 참여 소통•투명행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
+ 시민소통 맞춤행정 구현을 위한 유연한 조직 관리
  - (책임읍면동제) 현장중심 주민밀착 행정조직 책임읍면동 체제 개편 추진
  - (행복한 일터) 안식휴가 제도 신설 및 일·숙직 근무여건 개선
•2015년 상반기 중 안식휴가 실시인원 103명, 주말 숙직 후 대체휴무 209명
  - (창조적 인재육성) 3力(실력+담력+매력)을 겸비한 창조적 명품공무원 육성
•1% 이미지 성공전략, 생각을 세련되게 디자인하기 특강, 직원 패션쇼 실시
  - (온-나라시스템 구축) 업무프로세스 표준화·통합화 통한 공유·소통·협업 환경 마련
+ 현장중심 소통 행정 통한 시민참여 실천
  - (현답토론회) 시민과 행정의 유기적인 소통채널 마련(2014년도 11회 개최)
  - (커뮤니티 매핑) 스마트폰 활용 지역이슈 공유, 소통하는 시민생각지도 구현
     ※ 시민 참여형 공동체 지도 25개 개설 / 시민 매핑리더 양성을 위한 워크숍 15회 개최
  - (빅데이터) 21종의 내·외부 데이터를 융합한 분석시스템 구축(8272민원 분석 등 3건 자문)
  - (온라인소통) 공식카페, 블로그 활성화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 : 방문자 월평균 5,185명 증가
+ “발(足)로 여행하는 규제개혁”노력 결과 규제개혁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 (인프라구축)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2014.03.), 규제정책전문가 채용(변호사 1명 2014.09.)
  - (규제개혁 행정) 규제개혁위원회(3회), 추진상황 보고회(4회), 규제개혁 교육(9회 1,111명)
  - (규제개선) 상위법령 개선 86건 건의, 7건 반영 /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58건 정비
+ 시민·전문가의 정책결정 확대
  - (독점적 예산 편성권의 분권화) 공모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조례의 구체화(개정), 위원회 구성 추진
  -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풀 참여 활성화
+ 사랑방 같은 지금, 도농, 수동 종합행정타운 건립 추진
  - (종합행정타운) 지금동(설계용역 발주), 도농동, 수동면(건립부지 매입) 명품 청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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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표창 2년 연속 수상을 위한 규제개혁 전략적 추진
  - (제도발굴, 개선) 도시발전 저해하고 토지이용 차등하는 입지, 환경 등 규제개선
  - (자치법규 숨은 규제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제약하는 자치법규 3단계에 걸쳐 발굴·정비
  - (푸드트럭) 푸드트럭 허용지역 중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창업·운영 지원
+ 주민밀착 행정조직 개편 및 현장중심 소통행정
- (책임읍면동제) 생활권별 8개 권역 구성 주민밀착 행정서비스 맞춤형 제공
•구청 수준 사무위임 생활자치 구현 (책임읍면동이 아닌 읍면동 기능 현행 유지)
  - (사무공간 확보)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사무공간(종합행정타운) 확보
•와부읍, 화도읍, 호평동 증축, 리모델링, 도농동 건립, 별내동 별동 증축
  - (커뮤니티매핑) 타 기관, 지역(남양주경찰서, YMCA, 학부모회 등) 협업 통한 매핑 시스템 파급
+ 시민·전문가의 정책결정 확대
-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및 선정(2015.09.)
  -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추진
  -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추진
   - 시 소속 공무원 중 노무사·변호사·기술사·박사학위 등의 자격을 가진 청문주재자단 구성,
      전문분야별 청문주재 추진
+ 찾아가는 소통행정 및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적극 홍보
  - (시민소통한마당)시민리더가 진행하는 우리동네 자랑 및 예술공연 개최(2015.10.)
•우리 동네 자랑거리, 재능나눔 등 뽐내기,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슬로라이프 홍보) 대형포털사이트(네이버) 활용, 홍보대사, 어린이기자단 통한 구전(口傳) 마케팅

Ⅰ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민선
6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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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3. 시민 맞춤형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창조적 복지 추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 인정 10개 분야 150백만원
  - (수    상) 희망케어 복지시스템 “전달체계 개편 노력” 2년 연속 “대상” 수상
•복지행정상「전달체계 개편 노력」‘대상’, 복지사업 종합평가 ‘우수’ 등 7개 부문 수상
  - (모델제시) 복지재정 절감을 위한 복지재정효율화 해법 제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전광판을 통한 유사·중복서비스 조정 등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2015.04.) 지자체 대표 참석, 복지재정효율화 우수사례 발표
+ 희망케어 복지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 (나눔공감대) 시민 나눔 공동체의 생생한 장 마련
•『희망성금모금 및 나눔생방송』개최 2015.04.(후원금 127,456천원, 후원품 49,549천원)
  - (복지안전지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희망케어 이동지원센터’ 운영
  - (공모사업) 복지자원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기업 공모사업 적극 참여
•이랜드, IBK·우리은행, 공동모금회 등 20개소 56건 254,109천원 유치(2014.07.~)
+ 제3의 복지원동력, 복지넷 중심 민·관협력 맞춤형 보호체계 강화
  - (보호체계) 지역사회 인적·물적 네트워크망 활용, 민·관협력 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민·관 협력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동행 추진
  - (희망케어센터) 1센터 1분소 수준의 사무 위임으로 분소 역할 극대화
•권역조정·인수인계 진행 등 보강된 추진계획 시행 중 (9월 완료)
  - (복지넷) 기능전환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능 전환·강화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월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시 조례 제정, 발대식 개최 계획(위원 위촉)
  - (IT와 민·관융합) 종교단체·시민이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DB구축 추진
  - (복지통리장) 복지통리장 역량강화 전체 워크숍 개최 (9월 중)
+ 건강한 일자리와 테마가 있는 경로당 조성 및 노인·장애인 돌봄 문화정착
  - (일자리가 있는 노인정) 반려식물가꾸기, 재활용정거장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
  - (안전·돌봄 문화정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으로 사회통합 추진
  -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2015.하반기 60가구)

•복지넷(327명), 복지 통리장(596명), 부녀회·자원봉사자(694명) 등 1,617명 활동
  - (성    과) 읍면동단위 지역조직  네트워킹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복지사각지대 발굴(7,176건), 공적지원(4,109건), 민간연계(3,048건), 진행중(19건)
+ IT 활용을 통한 복지구조조정 복지 컨트롤타워 조성
  - (재정절감) 복지전광판 유사·중복 복지서비스 조정 예산절감(175건, 연간 143백만원)
  - 민·관협력을 위한 스마트폰 앱 “두드림톡” 구축(2014.08.)
•복지사각지대를 현장에서 쉽게 발굴·제보하는 온라인 협업 체계 구축
+ 건강한 일자리와 테마가 있는 복지인프라 구축
  - (Job 경로당 조성) 유휴농지 텃밭 가꾸기(11개소), 공동작업장(4개소)

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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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구축) 장애인복지관 별누리반 개관, 북부장애인복지관·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중

Ⅱ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민선
6

     아동보호순찰대(489개소), 노인자원봉사클럽(14개소) 운영

19

민선6기 남양주 1년의 성과   ●●   6th NAMYANGJU RESULT REPORT

Ⅰ.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Ⅱ.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Ⅲ.
미래지향 감성 보육교육

Ⅳ.
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3. 시민 맞춤형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해충 zero,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방역사업
  - 친환경 연무 합동 방역 실시 : 주4~5회 5~6월 중 총36회
•방역반 : 11개반 22명(자체방역반 3개반 6명, 방역용역업체 8개반 16명)
•위생해충 다발생 기간(6∼8월)에 야간(20:00∼22:00) 방역소독 실시
  - 한강변(월문천) 등 하천주변 친환경 방역 추진
•포충기 및 끈끈이 설치, 방역실명표지판 설치
       ※ 포충기 : 한강변 총59개 설치(와부읍 28, 삼패동 21, 수석동 10)
  - 동양하루살이 방재용 포집기 개발 가동 : 1대(방역소독용역업체 개발)
+ 동양하루살이 발생 차단을 위한 포럼 개최
  - 동양하루살이 발생억제를 위한 포럼 개최(2015.03.)
  - 동양하루살이와의 공존을 위한 현답토론회 개최(2015.04.)
  - 와부지역 전담 방역반 구성 운영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조성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BCG외 12종 168,005건)
  - 독감 예방접종(47,000명), 노인폐렴구균 접종(4,359명)
  - 결핵 검진(1,192건) 및 결핵 환자 관리(459명)
+ 간접흡연 제로! 건강올림!
  - 금연구역지정
•1단계: 중앙 차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2단계 : 가로변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3단계 : 학교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금연구역단속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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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ZERO,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방역사업
  - 친환경 합동방역 지속실시(방역반 11개반 22명)  
  - 감염병 예방홍보 활동(친환경 생태마을 가꾸기 캠페인 등, 월 1회)
  -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한 시민협의체 운영예산 검토
  - 2차 현답토론회 운영 : 2016년도 수석동지역(지금동)
+ 예방접종으로 필수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178,021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홍보 : 연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로 접종률 향상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시스템과 연계한 데이터 활용으로 예방
         접종 일정 및 미접종 내역 자동안내로 접종률 향상
•민간 위탁의료기관 관리(120개소) : 연3회 이상 점검
  -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67,900건)
•위탁의료기관 : 2015.10.~11.(연장 가능)
•보건소 : 2015.10.01 ~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기관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지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 재난의료 안전망 구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293명(관내 보건교사, 제세동기 관리자, 구급차운전자 등)
  - 보건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단속건수 : 87건(PC방 85, 다중이용시설 2건)

•요양병원(2개반), 정신의료기관(1개반), 산후조리원(1개반)

•금연매니저 활동 18명, 금연지도원 2명 : 금연구역 홍보, 계보 및 모니터링 활동

•재해취약시설 대상 정기 점검 실시(연 4회)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흡연예방교육(34회 6,998명)
•금연클리닉 운영 : 신규등록자(2,059명), 6개월 성공자(1,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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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맞춤형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환자등록 관리 47,266명
•교육(운동, 영양) 29,403명
•캠페인, 홍보 277회 136,164명
•건강강좌 5,887명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 650명

정신건강 증진
•만성 정신 장애인 관리
  - 등록관리 650명 사례관리 9,404명
  - 주간재활프로그램 4,587명
  - 직업재활 112명 가족교육 240건
•정신건강증진사업
  - 일반 정신건강 상담 11,758명
  - 아동, 청소년 증진사업 15,700명
  - 성인 정신건강 증진사업 3,906명
  - 노인 우울증, 치매 검진사업 6,349명
•자살 예방증진 사업
  - 등록관리 88명 사례관리 2,612명
  - 자살예방사업 30,550명
•지역사회연계 구축 사업 295명

+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 행복한 임신을 위한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526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573건)
•임산부 등록 및 관리(5,729명)
•임산부 영양제 지급(6,204명 19,592건)
  -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행복한 출산교실 운영(92회 1,095명)
•출산장려금 지원(2,690명 127백만원)
  -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모유수유클리닉 운영(60회 239명)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1,192건), 영유아 건강검진(202명)
•신생아 청각쿠폰 발급(1,251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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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건강 파트너「구강보건센터」운영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
•아동, 학생을 위한 구강관리 2,063명 / 청·장년을 위한 구강관리 126명
•어르신을 위한 구강관리 6,370명 / 취약계층을 위한 계속구강관리 518명
•구강 보건의 날 행사 380명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생활밀착형 시민 건강관리
  - 생애주기별 원스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생애주기

건강생활 실천 및 관리 프로그램

태아기(임산부)

임산부 등록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출산교실 운영

영유아기(미취학 아동)

건강키움 놀이터, 치아건강체험교실, 영양플러스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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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기

노년기

건강행태개선(영양, 금연, 운동, 저염 식생활)
스트레스 관리/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시린이 완화사업, 노인의치보철, 우울증, 치매 검진 및 예방관리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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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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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이(齒) 좋은 구강보건사업 추진
  - 어린이 충치예방서비스 제공
•홈메우기사업(41명), 치아건강체험교실(315명), 불소바니쉬도포(13명)
  -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538명)
•꾸러기치아건강교실 운영(315명) / 지역아동학습센터 구강보건(375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매주(1회/318명)

+ 100세 건강을 위한 지역주민의「건강증진센터」운영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기 건강교육 2,072명(요모조모 건강한 어린이)
•초·중·고생 건강교육 519명
       (알찬영양교육, 진로동아리건강교육, 쑥쑥 히어로 건강 프로젝트)
•성인기 건강교육 3,396명
       (체성분 분석 및 건강상담,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한식생활 요리교실,
       저염식이 교육, 원스톱서비스운영, 직장인 건강교실 등)
•노인기 건강교육 6,411명
       (고혈압 당뇨병 예방교육과 건강체조반 운영, 건강백세마을, 임상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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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예술 기반 확대로 행복마을 네트워크 구축
+ 행복 텐 미닛 내 집 앞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민 체감 인프라 구축, 스포츠 천국 도시 조성
•진접레저스포츠시설 조성(2015.04.), 퇴계원 철도하부 그라운드 골프장(2015.05.)
        먹골 저수지 체육시설 조성(2015.07.),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2015.08.) 등
  - (문화시설 확충) 우리 동네 문화·예술시설 기반 구축
•북부권역 복합 공연장 건립 추진 중
       (건립타당성 검토용역 2014.08, 사업비 신청 2015.04)
•문화재단 설립 추진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2015.05.)
+ 시민이 감동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 축제 활성화
  - (시립예술단)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합창단(114회 100,125명), 소년소녀합창단(13회 64,867명)
•찾아가는 문화공연(27회 7,530명), 아마추어 생활예술 활성화 등
  - (문화리사이클) 우리시만의 문화 발견, 문화 리사이클(Go Go Project)
•책 주고(Go), 공연보고(Go), 기부하고(Go), 나누고(Go) 선순환 문화운동 전개

+ 어디서나 행복 텐 미닛! 최첨단 멀티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충)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설치(2016.06.)
       진접 운동장 (2016.02.), 와부 운동장(2016.12.) 등 조성
       진건체육문화센터 건립(2017.12.)
  - (문화시설 확충)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체험 할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
•북부권역복합공연장건립 관련 행정절차이행,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 일상을 문화와 예술로 우리시만의 문화도시 구축
  - (문화도시 조성) 아마추어 생활예술 활성화
•예술동아리 경진대회(본선 입상팀 각종 행사시 공연팀으로 활용),
       시민합창제, 소년소녀합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문화리사이클 추진
  - (문화놀이터) 공감과 소통의 가족 체험 나들이
•제29회 남양주다산문화제, 찾아가는 다산역사문화학교 운영 등

•책(도서관 기증)·쌀(희망케어 후원)을 기부하면 관람료 1,000원 할인
  - (365일 축제의 도시)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체험의 장’ 연중 전개
•북한강 야외공연(연간 30회), 다산문화제, 물놀이장 테마 공연(16개소 39회) 등
  - (수동관광지 조성) 몽골문화촌 활성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업그레이드  
•몽골 전통 갤 보수, 절개지 보강, 수변 휴게지 및 휴게시설, 실내 승마장 편의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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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감성 보육교육
5. 교육 문화 허브도시 구축
+ 마을마다 학습관 운영으로 평생학습문화 확산
  - 학습등대 확대 운영(85개소 646개 프로그램 운영 10,402명 참여)
  - 학습형 일자리 창출(시민강사 405명 학습매니저 60명)
  - 학습등대 운영의 체계화(전문연수 6회, 운영매뉴얼 제작, 운영위원 교육 등)
  - 학습등대 마을 공동체 조성(학습등대 릴레이 마을 프로젝트 사업 운영 47개소)
  - 학습등대 브랜드화(제1회 남양주 학습등대 릴레이 포럼 운영)
+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민 참여의식 고취
  -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80개반 3,000여명 참여)
  - 평생학습대학 시범 운영(2개학과 60명)
  - 시민이 주도하는 제2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민추진단 구성(5개 영역 34명) 및 기관·단체(136개) 참여 ☞ 15,000여명 방문
+ 주민자치 자립기반 조성 및 활성화 유도
  -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운영(24개 사업)
  -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10개 팀 참가
  -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평가(인센티브) 10개 센터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학습등대 확대 운영
  - 100개 학습등대 구축
•학습등대   85개소  
•학  습  자   10,500여명
•학습매니저 60명
•시민강사풀 530여명

▶

•봉100개소(15개소 추가 설치)
•15,000여명
•70여명
•630여명 (확대발굴 및 재능기부활성화)

- 학습등대 운영 체계화 및 네트워크 조성
•학습등대 매니저 단계별 전문역량 향상 시스템 운영
•학습등대 관계자를 위한 전문연수 운영
  - 학습등대 홈페이지 제작 운영
•학습등대 학습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릴레이마을사업/맘 기획단 운영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습등대 모형 창출

  -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59명)

+ 평생학습센터 확대 운영

  - 발전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3회 155명)

  - 제2의 인생설계 대학 ‘남양주 평생학습대학’운영 : 4개 학과

  - 주민자치리더 워킹그룹 운영(1회 62명)

•50~60대의 중장년층(베이비붐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의 기회

  - 모범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47명)

•제2의 직업 탐색을 위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

  -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한마당 운영(400명)
+ 교육경비예산 확대 지원으로 학습 동기부여 및 학력 향상

인생설계 전문강사 양성학과

리더십 지도사학과

시민강사 자격증 인증학과

인문학과

  - 20,885백만원(2014년) → 22,462백만원(2015년) / 7.6% 증가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초 63개교, 중 32개교, 고 19개교)

+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 개막식, 체험 및 놀이, 공연, 학술 마당 운영

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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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및 마을운동회, 포럼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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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감성 보육교육
5. 교육 문화 허브도시 구축

6.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감성 보육•교육 환경 조성

+ 도서관 확충 및 독서문화 확산으로 책 읽는 도시 기틀 마련

+ 감성체험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

  - 도서관 건립 추진 : 별내 별빛도서관, 중앙도서관, 호평공공도서관
  - 제3회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토론대회 개최(319개 팀)
  - 양질의 장서 확충 및 제공(48,456권 2,276종 신규 구입)
•도서 대출현황(2,049,960권 720,541명)
  - 도서대출 서비스 편의 확대(144,231권 92,168명)

  - 전국최초 어린이 교육·문화복합시설「어린이비전센터」준공(2015.05.)
•타지자체 및 기업 벤치마킹 : 우리시 대표 랜드마크 구축
  - 놀이와 교육의 융합, 야외 “라바파크” 조성
  - 남양주 보육행정의 중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감성체험시설 조성(7개소)

  -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463권 189명)

•2014년 : 라온꿈놀이터, 타요플레이타운, 호평장난감도서관, 코코몽팜빌리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410개 강좌 76,530명)

•2015년 : 육아종합지원센터, 까꿍놀이터, 비전 장난감도서관

  - 현장탐방과 인문학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3회 106명)     

  - 감성프로그램 운영 : 몰래온 두다(월1회) / 두다다쿵의 날(월1회)

  - 실버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300회 8,909명)  
  - 슬로리딩 클럽 운영(11개 클럽 198회 692명)
  - 공공도서관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 강화(53강좌 383회 5,791명)
  - ‘명예 시민 사서천사’ 활동 활성화 워크숍 1회 아카데미 운영
•명사천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163강좌 1,021회17,023명)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으로 보육의 전문화·체계화
  -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직영)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책 읽는 도시 인프라 지속 확대

기 남양주
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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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 놀이, 육아정보의 One-Stop Solution 체제 구축
  -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현

  - 호평도서관 건립 2017.05. 개관 예정

  - 안전의식 함양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실시
+ 감성체험시설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발굴
  - 화도체육문화센터 내 라바파크 개소(2015.11.)
  - 전국 최고 친환경어린이집 조성(2015.10.)
  - 별내마을도서관 내 장난감도서관 개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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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 어린이(초등학생 포함)의 맞춤식 콘텐츠 조성

  - 별내 별빛도서관 건립 2016.06. 개관 예정
  - 중앙도서관 건립 2019.06. 준공 예정

6

  - 육아종합지원센터, 라바파크(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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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슬로라이프,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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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7. 창조 경제구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대책 추진을 통한 고용률 향상 및 고용복지 연계 강화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2014년 일자리 창출 실적 : 목표 5,164개 대비 실적 5,385개
•2014년 일자리 대책 추진 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운영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개소(2014.01.06.)
•남양주 일자리센터 방문인원 25%, 취업실적 47% 증가(13년 대비 14년 실적)
•고용과 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을 통한 빈곤 전락 방지 및 탈수급 지원
        (2014년 2개 기관 이상 서비스 연계 826건)
  - 한국폴리텍Ⅲ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2014년 구직자 120명(용접, 전산), 중소기업 재직자 1,000여명(전기, 용접 등) 교육
•2015년 6월까지 구직자 110명(용접, 전산), 중소기업 재직자 450여명 교육 진행
  - 채용박람회 2014년 하반기 4회, 2015년 상반기 3회 개최
  - 공공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추진 : 544명(2014년), 219명(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106명(2014년), 52명(2015년 상반기)
+ 사회적경제 활성화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및 고용률 향상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민선 6기 일자리 2만개 만들기 지속 추진
  -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고용복지·센터 기능 확대(찾아가는 고용복지·센터, 노동 상담실 운영 등)
•복합창조공간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마련
  - 근로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취약계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 및 사례관리
+ 취업지원 및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
  - 채용박람회를 통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 근로빈곤층 공공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기반조성 및 사회적경제 담론 확산
  -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 조례 정비
  - 조직별 통합교육과정운영 : 역량강화 교육 등

  - 민선 6기 사회적경제 조직 신규 육성(25개소 188명)
  -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운영(9개 과정 240명)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통 기반조성
•정보공유 앱 “남양주다모아” 개발
•사회적경제 합동 워크숍 추진 : 총 2회(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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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7. 창조 경제구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마석 상권 활성화 추진
  - 마석5일장 안정화 추진
•수세식 화장실 설치, 통행로 정비, 고가철도 하부 그물망 설치 등 마석5일장 환경개선 및 정비
•마석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2015.03.)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 개최(2015.02.)
+ 지역물가안정 추진
  -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 시민과 밀접한 소비자물가 조사를 통한 물가변동현황 제공
+ 소비자권익보호 및 상거래 문화 확립
  -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 계량기 정기검사 및 대부업 합동점검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2014.11. 사용승인)
+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추진
  - 지역 노사 민정이 노사화합의 토대위에 협력적 동반자로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3대 기초 고용질서에 준수하자는 공동선언 협약체결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 추진
  - 새롬의집(장애인복지시설) 등 4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발전량 10kw) 설치 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구현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마석상권 활성화 추진
  - 마석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2015.03.~09. 6개월)
  -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마석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2015.10~)
  - 중앙단위 공모사업 신청(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 활성화구역지정사업 추진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조성 및 조형물 설치, 공동사업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종 시설의 설치·개량·보수 등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 장현지역 내 상인대학 운영(2015.09.~10.)
•장현지역 내 골목 상권가 상인 40명
•상인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의식혁신 및 선진기법 학습
+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
  -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수리서비스센터 운영
•소비자분쟁 상담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연중)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이동수리서비스센터 운영(하반기 10회)
  - 소비자물가정보 제공
•서민경제에 밀접한 지역물가 조사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총족(매월)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추진
  - 에덴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LED조명등 교체지원(1,816개)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조명을 쾌적한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기 남양주
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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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추진
  -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13.3km 1,292세대 공급)
  - 수동면 도시가스 본관로 매설(가곡리~수동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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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계층의 생활편리를 도모하고 에너지 나눔을 통한 사회복지정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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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조 경제구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술경쟁력 강화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공장밀집지역 도로확포장, 상수·우수관거 설치, 기업인회 안내판 등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15개소)

+ 도시첨단산업단지(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조성 추진

  - 맞춤형 현장행정 기업애로 해소(118건)

  - 첨단산업·연구·지원시설·상업·주거 등 융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기업해피서포터즈 및 기업애로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 2015.08. : 지구설계 용역착수(LH공사)

  -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86개 중소기업 15,195백만원 지원)

+ 수출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기업리더 양성

  - 맞춤형 현장행정 기업애로 해소(107건)

  - 유럽 시장개척단 파견(10개 업체, 2015.09.~12.)

  - G-패밀리·디자인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181건 135백만원)

  - 중국 광주 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5개 업체, 2015.10.)

+ 산업용지 확충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2015.11.)

  - 도시첨단산업단지(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조성 추진

  - 창조경제 기업사관학교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2015. 1월 국토교통부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수도권지역 유일)

     (최고경영자 46명, 경영전략 54명, 경영심화 54명, 중견관리자 54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고시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500개 기업 유치, 경제유발효과 : 5천억원, 15,000명 일자리 창출효과

  - 하반기 남양주시 육성자금 규모 : 운전자금(30억), 시설자금(30억)

  - 광릉테크노밸리 및 금곡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단지명

지정일

실시계획승인일

현 공정률

현 분양률

비고
(15년 6월 현재)

광릉

2006.07.31.

2009.05.08.

100%

66%

35필지 중 23필지
분양

진관

2008.08.01.

2009.11.27.

100%

100%

분양완료

금곡

2002.09.16.

2004.06.28.

95%

26%

27필지 중
7필지 분양

- 금곡산업단지 사업정상화 및 공사완료 추진(2015.07.)
+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노력과 성과
- 산업단지에 중기업 5개·강소기업 7개, 개별입지에 강소기업 36개 유치

기 남양주
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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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240백만원, 19개 업체 입주)
- 2015년 기업유치 실적(2015.06.기준)
•48개 업체, 1,303억원 투자, 950명 고용 효과(중기업 5개, 소기업 43개)

+ 전략적 기업투자유치 추진
  -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신규기업 투자유치
•유치기업이 우리시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정기, 수시)
  - 준공, 가동 기업 : 규제개선, 자금, 지식재산권, 시장개척, 마케팅 등 종합지원
•투자가이드 하반기 배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고부가가치 업종
  -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유치활동 전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입지정보 제공
+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3D프린터실 조기구축 및 운영(2015.06.)
•BI 입주기업 및 관내 중소기업에 3D프린터 이용 교습기회 제공 등
        시제품 개발 편리제공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BI 입주기업에 창업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창업활성화에 기여

Ⅳ 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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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 미니단지에 9개사 199억 투자, 일자리 155여개 창출

  - 하반기 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사업(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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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8. 슬로라이프,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8. 슬로라이프,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 남양주시 新 브랜드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정착
  - (2014 슬로라이프 국내 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푸드·시티·라이프’ 성공적 개최(관람객 3만1천명)
•세계 최초 ‘맛의 방주 전시관’ 설치·운영(204품종 130여종 전시)
  - ㅋ (2015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유기농·슬로푸드·슬로시티를 융합한 슬로라이프를 남양주 대표
      브랜드로 구축
•다산 ‘삼농정신’에서 찾은 남양주 슬로라이프 철학과 비전 선포
•세계인이 참여하는 슬로라이프 국제 비즈니스 플랫폼
•슬로문화의 세계적 흐름을 리드하여 신개념 국제대회로 정착기반 조성

+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친환경 유기농업 정착
  - 친환경농업 실천 : 농가지도 2,500농가, 인증 413명 육성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병해충 관리(115ha)
•친환경농산물·GAP 인증에 필요한 종합정밀분석 지원 연간(2,300점)
  - GAP인증 기본교육 및 인증(교육 404명, 인증 58농가 75ha)
  - 유기농미생물생산 공급(5종 150톤), 시민공개강좌 10회, 체험교육 5회

+ 그린리더 녹색식생활 슬로라이프 확산 생활 개선회 육성
  - 생활개선회 슬로라이프 실천과제 보급(25개회 1,300명)
  - 슬로라이프 전문교육(20개 과정 119회 842명)
•전통장, 김치, 떡, 로컬푸드 아카데미, 베이비부머세대 아버지요리교실 운영
  - 농촌생활 활력화 농작업 환경개선(3개소), 농촌노인소일거리 교육(20회)
  - 안전한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술지원 및 농산물가공 개발제품 활용교육
•활용교육 47회, 딸기잼, 오디잼, 토마토주스 등 6,407kg, 딸기화장품개발 4종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로컬푸드 기반 구축
  - 대형유통업체 우리시 농산물 입점(E마트, 롯데마트)
  - 유기농산물 직거래 소잔치(판매수익 3,500만원)
  -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 협약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
  -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개최(김장 1,500포기)
+ 시민1가구 1텃밭 가꾸기 실천교육
  - 유기농텃밭 가꾸기 교육 15,441명
•시민초청 특강, 지도자 양성(770명), 찾아가는 교육(14,671명)
  - 옥상텃밭 조성 2개소(매그너스요양병원, 오르다어린이집)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글로벌 세계인의 축제 2015 슬로라이프국제대회 성공적 추진
  - 성공적 행사로 국제브랜드 구축 및 식생활문화 선도
  - 경기북부의 대표적 슬로문화 산업으로 확대 발전
  - 관람객 40만명 유치

기 남양주
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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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중심의 도시농업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자투리땅, 유휴지 지속 발굴 및 도시텃밭 조성
  - 상자텃밭 콘테스트 및 도시농업 우수공동체 선정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소비 촉진
  - 생산자와 소비자 Win-Win을 위한 농산물 유통 직거래 활성화
  - 친환경 고소득 작목 전환 육성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추진(진접농협)

Ⅳ 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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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2015 Slow Life Planet
•주  제 : 굿 푸드, 굿 라이프(Good Food, Good Life)
•슬로건 : 세계인의 밥상 나눔, 食·생활 축제! On Slow Life!
•기  간 : 2015.10.08.~10.17(10일간)
•장  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일원
•주  최 : 경기도, 남양주시
•주  관 : (사)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조직위원회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관광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기관광공사,     
                   NH농협,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한살림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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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8. 슬로라이프,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 남양주농업 핵심인재 양성
  - 2014년 그린농업대학 및 경영대학원(6개과 211명 졸업)
  - 창업농 및 농업경영 CEO 3개 과정(4개반 113명)
  - 2015 새해농업인 실용교육(18과정 19회 1,884명)
+ 농업인 조직체 6차 산업형 강소농 육성
  - 강소농 기본. 심화. 후속교육(8회 117명), 정밀컨설팅(18회)
  - 소셜 팜 투어(1회 250명), 강소농 판촉전(2회), 자율 모임체 육성(1개회)
  - 농업인학습단체 전문 과제 교육(112회, 2,424명)
  - 희망농업실천과제(3개소), 신농업 기술지원 사업(농업인대상 5개 분야)
+ 미래세대 4-H육성 28회, 1,808명
  - 학생4-H회원 지도교사 교육(28회 802명), 과제활동지원(18개회 1,006명)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MOU체결(2016년 예산지원 확보)
  - 4-H본부 지원 사업 추진 45명(서울현장체험)
    ※ 경기도 4-H경진대회 2개 부문 최우수상(과제발표, 전통 민속 문화 경연)
+ 시민이 희망하는 농업기계은행
  - 농업기계 임대(1,319농가)
  - 농업기계 전문기술교육(68명 굴삭기, 트랙터, 관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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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ㆍ농촌체험
  - 슬로푸드 체험교육(1학교1농장 교육과정 연계 체험교육 등 3,183명)
  - 친환경 체험학습농장 기반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3개소)
+ 새로운 소득원 창출 농식품의 6차산업화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명품 부추생산 및 가공 상품화 육성(2개년 사업)
  - 슬로프드 가공 6차 산업 자원 개발 보급

+ 도시농업ㆍ농촌체험 활성화
  - 슬로푸드 체험교육(농심체험학교, 경영인아카데미 등 320명)
  - 농촌에듀팜 및 6차 산업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11개소 5개 분야)
  - 시민텃밭가꾸기 공개강좌 및 학교, 시민텃밭 현장교육
+ 농업인 학습단체 6차 산업형 강소농 육성
  - 강소농 홍보판촉전 및 사이버농업체험단 운영(파워블로거 100명 육성)
  - 농업인학습단체 전문교육(30회, 600명), 해외 선진농업연수(1회 15명)
  - 슬로라이프와 함께하는 농업기술대전 및 농업인대상 선발(5명)
  - 4-H 경진대회 및 영농체험 과제지원 활동(29개회 1,191명)
+ 남양주농업 핵심인재 양성
  - 그린농업대학 학사운영(과별 23회)
  - 귀농·귀촌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반 운영(3과정 150명)
+ 농업개방화에 대응한 생명산업 육성
  - FTA, 기후변화 대응 시설농업 환경개선 기술보급
•자가 육묘 환경제어, 스마트폰 이용 환경조절, 채소 TOP브랜드 구축 등
  - 남양주 명품과일 생산 시스템 구축 : 먹골배, 블루베리
•명품과일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탑플루트 리더스쿨 운영
  - 친환경농업 실천 지도(2,500농가), 인증농가(413명 육성)
•친환경병해충관리(115ha), 친환경 정밀분석(2,300점), GAP인증(58호 75ha)
•유기농미생물생산 공급 - 5종 150톤, 시민공개강좌 10회, 체험교육 5회
•기후변화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조사료 재배 확대(30ha 25농가)
+ 농촌생활의 슬로라이프 자원 확대
  - 생활개선회 녹색식생활 실천 그린리더 육성으로 슬로라이프 확산  
•생활개선 리더교육(500명), 슬로라이프 실천과제 보급(25개회 1,300명)
•슬로라이프 전문기능 교육 -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교육(7개 과정 28회)
  - 안전의식 확산을 통한 농촌생활 활력증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포도연구회)
•농촌노인소일거리 교육(2개 분과 8회 23명)
+ 시민1가구 1텃밭 가꾸기 실천교육
  - 시민초청 텃밭 아카데미 교육 2회
  - 옥상텃밭 조성(2개소) 및 도시텃밭 현장순회 교육
+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계은행
  - 농업기계 임대(트랙터 등 650대), 수리지원(경운기 등 650대)
  - 하반기 콤바인 등 수확기 집중지원 및 현장애로 전문교육(280명)
+ 치유농업센터 설치로 시민 서비스 차별화
  - 힐링체험 온실 설치 600㎡

Ⅳ 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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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 농업환경개선 기술보급
  - FTA, 기후변화 대응 환경개선 기술보급(11개 사업 15개소)
•생물학적 병해충방제, 에너지절감기술시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이상기온 대비 교육 500명
  - 남양주 명품과일 장기생산 시스템 구축(9개 사업 10개소)
•신 소득 작목 블루베리(1개소 9ha), 최고과일생산 새 기술 보급(20ha)
•명품과일 안정생산 탑 플루트 리더스쿨 등 운영(10회 380명)
  - 블루오션 작목개발 - 오디, 산채류 등 신품종, 가공품 개발(4개 사업)
  - 안전축산물 기반조성(11개소 8개 사업)
•가축사육 환경개선, TMR사료급여 자동화, 가축복지 사양관리시스템시범
  - 고부가 생명산업 곤충자원 육성
•식용곤충의 산업화를 위한 곤충생산단지 시범사업(1개 단지 20명)
•양봉연구회 공동브랜드화 및 우량 종봉 보급(3개 사업)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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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
+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기반 개선
•주민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
        : 보행환경 개선, 소통광장, IT시설 등 마을재생사업 추진방향 등 수립 추진
•첨단화승강장 내 와이파이(wi-fi) 구축
        : 첨단화승강장 50개소 및 관내 마을버스 81대 설치 완료
•남양주-하남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첨단화승강장 20개소 설치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동지원센터 콜 관제 시스템 구축 및 특별교통수단(차량) 4대 구입
+ 시민중심 대중교통 운영
  - 녹색교통망 확충
•진접선 복선전철 조기 착공,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 일반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4개 노선 35대) 및 조정(20개 노선 322대)
  - 정부의 2014.7.16 좌석제 대책 시행에 따른 직행좌석버스 입석률 완화대책 추진
•노선 신설 6개 노선 32대(출근 26대, 퇴근 6대) 및 증차(상용차 8개 노선 12대)
•좌석재배치 132대(20대 증차효과)
       ※ 132대×6석 = 792석÷39석 ≒ 20대
+ 제3차(2015~2019) 택시총량 실시 및 중장기 택시공급계획 수립
  - 감차(47대) 계획추진에 따른 사업비 3,995백만원 절감
  - 도시정책에 의한 인구유입(2020년 98만명)에 따른 택시대수의 적정수준 유지
+ 이용자 중심의 주차환경 조성
  - 사능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철도 이용객 등 시민 주차편의 제공
•4,994㎡/92면 - 2015.05. 준공, 2015.06. 유료화 시행
  - 불법 주정차 계도 강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로 선진 주차문화 확립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12개소 4,970m(총 332개소 260,941m)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2개소(총 71개소)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이전 설치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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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고 스마트한 교통인프라 조성
  -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기반 개선
•주민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 1단계 사업 준공
        (보행환경 개선, 소통광장, IT시설 구축)
•남양주-하남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첨단화승강장 20개소 설치)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시 및 4대 추가 증차
+ 시민중심 대중교통 확대 운영
  - 녹색교통망 확충
•진접선 복선전철 실질적 착공, 별내선 복선전철 진접선과 연결 추진
  - 대규모 공동주택 대중교통 편의 제공
•별내택지, 월산지구, 호평 대명루첸 및 지금 힐스테이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선제적 교통대책 수립으로 입주민 불편 최소화
        (별내) 1001번, 74번 증차 및 55번 별내동 노선연장 추진
        (월산) 월산지구~마석역 노선변경(증차) 추진
        (기타) 실입주 시기, 이용수요 등을 모니터링 하여 노선변경 및 증차 추진
  - 직행좌석버스 좌석제 대책 지속 추진
•75인승 2층 버스의 차질 없는 도입 및 운행 3대 노선 3대(9월)
        ※ 8002번(마석-잠실), 1000번(호평-잠실), 8012번(경복대-잠실)
•49인승 대용량 버스 투입 : 15대(증차 7, 대·폐차 8 연말까지)
+ 이용자 중심 주차장 공급·수요의 효율적 관리
  - 노외주차장 4개소 조성으로 주민 주차편의 제공
•천마산역(3,841㎡/82면), 별내동(1,692㎡/54면), 화도읍(2,397㎡/33면)
•와부읍(1,892㎡/50면) 1개소는 실시계획 인가 추진
  - 주·정차 시설 운영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제도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자(MMS) 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자발적 차량이동 유도로
        선진주차문화 정착
•주·정차금지구역 탄력 운영제(야간 및 점심시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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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9.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
+ 국도 및 광역도로망 순차적 개통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2.38km 준공으로 이동거리 단축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균형
     발전 도모
     ※ 2015.12. 준공 예정
+ 생활 밀착형 도로 개설
  - 오남 도시계획도로(대3-102호) 개설공사(양지지구) 등 4개 사업 1.8㎞ 준공으로 인구 정착 및
     도시발전에 기여
+ 친환경 자전거도로 개설

+ 국도 및 광역도로망 순차적 개통
  - 국도47호선(퇴계원~진접) 도로개설공사 등 11개 사업 연차적 추진으로 이동거리 단축 등을
     통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균형발전 도모
     ※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화도 도시계획도로(중1-204,2-222호) 개설공사 외 16개 사업 11㎞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 경춘선(퇴계원~마석역) 자전거도로 17.4km 중 14.9km 조성

     발주 추진으로 인구 정착 및 도시균형발전에 기여

     ※ 2015년 전 구간 완공 예정

     ※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 안전우선·시민만족의 도로환경 조성
  - 도로선진화 사업 추진으로 보행자 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마석역 주변인도, 마석우리 구국도 인도 및 천마초등학교 앞 인도 정비
•덕소교(L=16m, B=2m) 및 평내동 중앙분리대 설치 L=375m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A=405a), 불량맨홀 350개소 정비

+ 순환형 도로망 구축
  - 조안IC 설치(수도권 제2순환(화도~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 구간내 조안면 삼봉리 구간 조안IC 설치
  - 월산IC 설치(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고속도로 건설사업)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천~화도 고속도로 구간내 화도읍 월산리 구간
        월산IC 설치
+ 친환경 자전거도로 개설
  - 오남천변 자전거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15년~2018년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지속적인 도로환경 개선 및 도로시설물 디자인과 유지관리 방식 개선으로 도로 유지관리 선진화
     구축
     ※ 2015년~2018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기 남양주
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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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인구 100만의 지속 가능한 녹색명품도시 조성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선 계획·후 개발체계로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현

  -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한 조화롭고 매력적인 경관 조성 (2015.05. 1차 준공)
+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
  - 친환경인센티브를 활용한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구분

재정비 이전

재정비 이후

증감 현황

비고

•백봉지구(서울리조트) : 시의회 의견청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도시지역

234,083,192㎡

241,856,783㎡

증) 7,773,591㎡

52.7%

•협동단지 주거환경정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비도시지역

224,418,637㎡

216,645,217㎡

감) 7,773,420㎡

44.3%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거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 택지개발사업 추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 별내 택지개발지구 입주, 주변도로 조성사업 추진 및 인계·인수 준비
•1단계 준공 : 2012.12.31.            
•2단계 준공 : 2014.03.31.
구 분 (공정률)

•신 규 : 태봉취락 등 33개 취락(1,070,467㎡) 추진 중
•변 경 : 논골2취락 등 44개 취락(2,534,429㎡) 완료
•2015.04.3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완료)

별내지구 기반시설현황(전체 98%)

+ 대학도시 조성 가시화·구체화

▶ 지구내 도로(공정률 100%) 232개 노선 L=54.38km
▶ 지구외 도로(공정률 남양주시구간 92%, 구리시구간 57%)

도    로

  - 대학도시 실현을 위한 단계별 성과 도출
•서강대 :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2014.12.)

상하수도
(100%)

▶ 상수도 L=67.7km    
▶ 하수도 L=50.2km

공    원
(100%)

▶ 체육공원(1개소), 근린공원(7개소), 어린이공원(7개소), 소공원( 3개소)

하    천
(99%)

▶ 6개 하천 L=10.9km

환경기초시설
(100%)

•상명대 :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 중
•대경대 : 대학 이전 교육부 승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및 수용결정(2015.05.)

+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1개소, 클린센터 1개소

  - 서강대 남양주캠퍼스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가시화
•2014.1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조건부 심의 의결)
•2015.02.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도시공사→시)
비고

지구 지정

2007.12.

2009.12.

지구계획 승인

2011.11.
2014.11.(3차 변경)

2010.04.
2013.12.(3차 변경)

1

조성공사 착수

2014.09.(공정률 13%)

2014.01.(공정률 30%)

분    양

2016.12.

2015.04.

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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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현황

기 남양주

민선

•2015.05.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결정

구 분

50

•경복대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2014.06.)으로 남양주 제2캠퍼스 부지확정
•삼육대 : MOU체결(2014.04.)을 통해 삼육대 남양주 국제캠퍼스 조성 토대 마련

+ 공공주택사업 추진
  - 지금·진건 공공주택지구(다산도시) 지구계획 결정·조성공사 착수 및 분양

6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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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린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 월문 문화예술(융·복합)단지 조성
  -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로 발전을 위한 신개념 융·복합 단지 조성
•문화·예술·관광 등의 콘텐츠를 복합·집적하여 우수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예술 단지 조성  
        ※ 2015. 6월 현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제)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

+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 월산 생태주거단지 조성
  -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친환경 명품주거단지 조성
     ※ 2015. 하반기 월산 4·5지구 준공 예정

덕소지구

지금·도농지구

퇴계원지구

사업시행인가

-

2구역

건축 및 경관심의 완료

덕소7구역

6-2구역

시공사 (재)선정

덕소7·도곡1구역

-

추진위원회 변경

덕소3구역

-

2015.04.23. 실시계획
미신청에 따른 도시개발
구역 해제
※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중

   ※ 전체 3개 지구 26개 구역 중 1개 지구·11개 구역 해제, 15개 구역 사업 추진중
+ 도심속 군장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 금곡동 군장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이 살고 싶은 생생마을 조성
•2014.06. :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국토교통부, 50억원)
•2014.07. : 마을 만들기 연계 융합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경기도, 3천만원)
•2015년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으로 군장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
       ※ 2015년 현재 건축 실시설계 용역 및 국유지 매입 추진 중

기 남양주
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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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의 江 왕숙천 프로젝트 : 2014.12. 착공(공정률 10%)

+ 입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
  -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친환경주택건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사업승인 : 다산진건지구(4개 단지 3,664세대), 일반지역(3개 단지 3,645세대)
  -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검수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차단하고 견실한 주택건설을 통해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
•품질검수 : 경기도(7개 단지 7,086세대), 남양주시(1개 단지 1,083세대)

  -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통한 생태도시 구축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시청 주차장, 2015.04. 준공)
  - 하천환경 정비를 통한 상습침수지역 개선
•마석우천 복원사업(2014.10. 준공)
+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녹색감성 수변공간 조성
  - 수변공간 조성
•물의정원 테마길정비 (2015.06. 준공)
•다산생태공원 관목초화 식재(2015.06. 준공)
•수변공원 조경유지관리 : 약18만평(2014년 3회, 2015년 1회 완료)
•물의정원 내 생태교란식물 제거 : 약3만평(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
  -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1단계)
•들꽃정원(삼봉리 일원) : 생태습지조성 사업(2014.05. 준공)
  -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 한강수계 생태 명소로 선정
•모바일스탬프 투어 운영 / 각종 영화, 드라마, CF 촬영장소 제공(26회)
+ 생활권별 그린베이스, 공원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 동부권역 : 도심 속 워터프런트 실현 및 복합문화휴식시설 조성
•조성완료(1개소) : 광암저수지 시민공원(A=11,064㎡)
•추진 중(3개소) : 화도근린공원, 묵현2리 어린이공원, 천마산군립공원재정비
  - 북부권역 : 오남호수공원 조성 추진(3단계사업 협약체결 및 대행사업 추진 중)
  - 남부권역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와 휴식″이 있는 커뮤니티가든 조성
•조성완료(2개소) : 평내2호(옹주묘) 근린공원(A=14,447㎡), 황금산 문화공원(A=49,109㎡)
•추진 중(3개소) : 늘을중앙공원,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약대울 체육시설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민선
1

•고향의 강 정비사업 : 보상 협의 중(70% 보상완료)

•설계 추진중(공정률 90%) - 군부대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MOU 체결협약 전)

구분

+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
  - 녹색건축물의 필요성 및 분위기 유도
•제5회 친환경 우수 건축물선정 및 홍보(6점 선정)
•건축주와 설계자 및 시공자에 상패 및 동판 수여

•하천정비사업(장현공원) : 2015.03. 착공

  -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지역 여건에 맞는 다각적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6

  - 왕숙천 생태공원(체육시설)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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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린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수(水)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생태하천 공간조성 추진
  - 왕숙천 생태공원(체육시설) 조성 추진
     ※ 하천환경정비사업(장현공원) 준공(2016.12.)
          고향의 강 정비사업 착공(2015.10.)
王의 江 왕숙천 프로젝트 공사 준공(2016.12.)

  - 2014년 한강시민공원 겨울놀이동산 운영(왕숙천시민공원 이용객 84,512명)
+ 그린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도시 숲 조성
  - 생활환경숲 조성완료(와부중학교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A=1,749㎡)
  - 명상숲 조성완료(수동중학교 A=800㎡)

      ※ 공사 착공(2015.10.) 및 공사 준공(2016.12.)

+ 에코힐링 체험 누리길 조성

  - 홍릉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 숲길·산책로·다산길 정비 및 누리길 조성

      ※ 공사 착공(2015.09.)

•숲길 조성·등산로 정비·누리길 조성 : 불암산 등 15개산(L=17.2km)

  - 용암천 하천개수 및 산책로 조성 추진

•다산길 정비 : 13코스 163.1㎞

+ 생태·문화가 융합된 녹색감성 수변공간 조성 추진
  - 녹색감성 수변공간 조성 추진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 꽃길조성 등 조경유지관리
•생태해설프로그램 운영
        ※ 역사와 자연이 융합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추진(2단계)
•마음정원(송촌리 일원) : 2015.12. 준공
        ※ 유기농체험장(박터널, 물고기, 우렁이 체험장 등)
            테마체험공간(왕골재배, 용진나루 전망대 등)
            수변공간(소나무길, 자작나무길, 물억새 등)

+ 힐링의 가치를 담은 생태체험 메카 조성(수동 산림도시)
  - 수목원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물 맑음 수목원 조성 : 11ha, 공정률 5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996㎡, 공정률 10%
+ 생활체감형 아토피 예방관리 및 캠프운영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초등학교(5개교)·시립어린이집(3개소) 선정, 학교방문 전수검진(3,510명)
  - 가족과 함께하는 아토피 예방·관리
•아토피 가족 캠프운영 : 3기(1박2일) 114명
+ 계절별 문화의 향기가 있는 워터-파크 운영
  - 한강시민공원(삼패)등 22개소 물놀이장 운영(테마공연 42회)
    ※ 신규 물놀이장 조성(별내 1개소, 묵현2리 어린이공원)

기 남양주
년의 성과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민선
54

  - 한강(왕숙천)변 노후 운동시설물 교체(7개소 22대 교체)

  - 주요도로변 녹지정비 및 가뭄피해예방을 위한 공원수목 관수 실시

•2015.09 실시설계   

1

  - 어린이 감성정원 조성완료(삼패 한강공원 內 A=900㎡)

  -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 퇴계원면~별내면 청학리 일원 하천정비(L=5.9㎞)

6

+ 감성소통의 문화 인프라로 진화하는 한강공원 조성

55

민선6기 남양주 1년의 성과   ●●   6th NAMYANGJU RESULT REPORT

Ⅰ.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Ⅱ.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Ⅲ.
미래지향 감성 보육교육

Ⅳ.
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11. 그린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생활권별 그린베이스 완성을 위한, 공원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 묵현2리 어린이공원 내 워터-파크 조성(A=1,587㎡ 2015.07. 준공)
  - 천마산군립공원 2공구 재정비사업(진입도로 확포장 2015.12. 준공)
  - 오남호수공원 3단계사업 추진(수변산책로 0.967㎞)
  -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 1단계 사업 추진(A=13,081㎡)
  - 늘을중앙공원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및 1단계 사업 추진(A=17,081㎡)
+ 그린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도시숲 조성
  - 도시림조성 기본계획 수립(2015.10. 준공)
  - 쌈지공원 조성(3개소)
  - 가로수길 조성(진접택지지구~경복대학교 외 3개소 2㎞)
+ 천마산 군립공원 구역조정 추진
  -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추진(환경유역환경청)
•공원구역조정 : 12.461㎞ → 12.324㎞ (△0.137㎞)
        ※ 대상지 평균경사도 분석 실시(2015.06.)
+ 에코힐링 체험 누리길 조성
  - 수락·불암산 누리길(2단계) 조성 완료 : 4개 코스(L=12.0km)

+ 쓰레기 불편제로 기동처리반 운영
  -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비정상적인 기초질서의 정상화 추진
•불법소각 185건, 무단투기 58건, 동물사체 556건, 방치폐기물 130건 처리
+ 대형폐기물『원-콜』배출서비스 추진
  - 대형폐기물 예약·방문수거 시스템『원-콜』전략적 추진   
•원가조사용역 완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진행, 폐가전 무상 수거
+ 시민의 니즈(Needs)가 담긴 다양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
  - 시민주도 장터『남양주점프벼룩시장』확대 운영
•권역장·상설장 확대 개장(상반기 18회 기부금 5,258천원)  
•화도, 호평, 별내지역 철도관광과 연계한 상설장 추진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 플랫폼』운영·파급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조개선
•학교, 동아리, 환경단체, 워킹그룹 등과 연계한 커뮤니티 매핑 추진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생태 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등
•자체인력과 시민·개인스마트폰을 활용한 워크숍 진행으로 예산절감
구분

총

공공주제도

시민참여 주제도

워크숍 지원

주제도(개수)

54

29

25

15회/7개월

•타 기관, 지역 커뮤니티와 협업을 통한 매핑 시스템 파급
•남양주경찰서, YMCA, 구리남양주교육청, 청소년수련관, 학부모회 등 적극 참여

  - 생활권역 인근 산책로 정비 완료 : 도정산 등 4개산(L=3.1km)
  - 광릉숲 둘레길 조성 : 2개 코스(L=3.1km)
+ 힐링의 가치를 담은 생태체험 메카 조성 [수동 산림도시]
  - 물 맑음 수목원(5단계) 조성 완료(전기·통신 11ha)
  - 목재문화체험장(1단계) 조성 완료(기초·골조 3층 996㎡)

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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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 및 운영 (2015.08 준공)
  - 시민의 참신한 의견반영 및 참여로 시민편의시설 제공
+ 일패동 친환경 근린공원 조성 추진
  - 사용종료 매립장에 친환경 공원 조성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토지수용 등 공사 추진 절차이행
+ 광역(남양주·구리)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추진
  - 광역 폐기물(생활, 음식물)처리시설 확보를 통한
    친환경 청소행정 구현 ※ 실시계획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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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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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11. 그린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11. 그린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 건실한 공기업 경영 및 경쟁력 강화시스템 구축
  - 유수율 향상 추진
•불량관 교체 : 평내동 광일빌딩 일원 등 5개소 L=0.98㎞
•상수도 급수전 조사 : 블록별 유수율 산정가능, 요금시스템과 호환 연계
•상수도 전문유지관리용역(누수탐사 237㎞)

+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 경쟁력 강화
  -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
•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재정악화 방지 및 투자재원 안정적 확보
  - 국책과제 유치를 통한 하수처리시설 효율성 향상 도모
•슬러지 감량화 및 바이오가스를 통한 전력생산 시스템개발 연구용역추진(18,000톤/일)

+ 안전한 물 깨끗한 물 홍보
  - 다산수 생산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
•병입수돗물 생산 자동포장기(비닐포장) 설치 및 자재창고 신설
•자동포장기 도입으로 생산성·작업능률성 제고 및 작업환경개선과 예산절감
  - 다산수 배부를 통한 지역 브랜드 제고
•가뭄 지역(강원도 평창군)에 다산수 20,000병을 지원하는 등 총 26만 5천병을 배부하여
       대내·외적으로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기여(2015년 기준)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약수터 이용
•『남양주 행복한 매핑』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릿고개 약수터 외 61개소 약수터에 정보 제공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
  -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2015.11.)
•Q=55,000㎥/일, 가압장 1개소
  - 도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2015.10.)
•Q=16,000㎥/일, 가압장 1개소

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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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 불량관 교체 : 평내동 105-1번지 일원 등 5개소  L=1.145km, D=100~200m
  - 호평배수지 가압장 이설공사(토목, 전기)
•호평배수지 일원(호평동 산23-3번지)
•가압펌프설치(이설:30HP-2대), 배수관로 부설(D=250mm, L=90m)

+ 시민행복 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이미지 개선
  - 하수도시설의 주민친화시설로 전환 추진
•관내 하수처리리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민 편의, 휴식공간으로 지속적인 탈바꿈 추진
        (방문객 341,138명)  
•찾아오는 내방객 위주의 홍보교육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생생 물 사랑교육 추진
        (8개 학교 81개반 2,050명)

2015년 하반기 역점사업
+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적정 수질관리
  - 공공하수관로 유지 · 보수 사업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공사 L=15km
•오남·어람 차집관로 개선공사 L=9.4km
•도농동 하수관로 분류식 전환 사업 L=4km
+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한 안정적 수질관리
  - 진접푸른물센터 기술진단 실시(2015.11.)
  - 취약시기 대비 하수처리장 공정별 정밀수질분석을 통한 안정적 수질관리
•취약시기 : 설 명절, 봄, 여름, 우기시, 가을, 추석명절, 겨울
•취약시기(연7회) 대비 공정별 정밀수질분석(BOD, COD, SS, T-N, T-P, DO, MLSS, SV등)을
        실시하여 운영조건을 재설정하고 계측기기 보정으로 최상의 수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Ⅴ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민선
6

+ 2015년 미급수지역 급수관로 신설 공사 완료
•진접읍 내각리 755번지 등 18개소 205세대(2015.07.)
•급수관로 신설 L=11.4km, D=50~200m

+ 안심 물 관리 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시설 확충
•월산푸른물센터 신설 Q=17,000㎥/일
•진건푸른물센터 증설 Q=25,000㎥/일
•진중푸른물센터 신설 Q=300㎥/일
•봉안푸른물센터 증설 Q=100㎥/일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3단계)
•오수관로 신설 L=42.6㎞, 배수설비 1,966개소
  - 공공하수관로 유지 · 보수 사업
•화도푸른물센터 유입차집관로 개선공사 L=34㎞
•홍릉천 통합 · 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L=5.8㎞
•용정천 통합 · 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L=5.6㎞
•가곡처리분구 오수관로 정비공사 L=5.5km
•월산 · 금남 펌프장 교체공사  L=1.3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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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상성과

2014년 수상성과

+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선정 우수 (2014.07. 행정자치부)

+ 201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 (2014.09. 경기도)

+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우수 (2014.09. 국토교통부)

+ 학교용지 부담금 관리 우수 (2014.12. 경기도)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우수 (2014.09.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 2014년 도로명 주소사업 종합평가 우수 (2014.12. 경기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우수지자체 대상 (2014.11. 보건복지부)

+ 자원재활용 우수 (2014.12. 경기도)

+ 2014년 의료급여 사업평가 우수기관 표창 우수 (2014.11. 보건복지부)

+ 2014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장려 (2014.12. 경기도)

+ 2014년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2014.11. 행정자치부)

+ 2014년 도로정비평가 장려 (2014.12. 경기도)

+ 2014년 전국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 (2014.12. 행정자치부)

+ 2014년 시군종합평가 선정 노력상 (2014.12. 경기도)

+ 2014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표창 (2014.12. 고용노동부)
+ 2014년 복지행정상「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대상 (2014.12. 보건복지부)
+ IT 활용농가. 농산물 홍보 경진 최우수 (2014.12. 농촌진흥청)

2015년 수상성과

+ 2014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표창 우수 (2014.12. 보건복지부)
+ 2014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2014.12. 행정자치부)

+ 2014년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 대통령표창 최우수 (2015.05. 행정자치부)

+ 2014년 복지행정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우수 (2014.12. 보건복지부)

+ 규제개혁 이행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표창 (2015.01. 국무조정실)

+ 2014년 지자체 복지사업 종합평가 우수 (2014.12. 보건복지부)

+ 2014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표창 (2015.06. 국민안전처)

+ 2014년 한의약공공보건평가 우수 (2014.12. 보건복지부)

+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2015.05. 고용노동부)

+ SNS활용 고객 소통 우수 (2014.12. 농촌진흥청)

+ 정보문화 창달기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2015.06. 미래창조과학부)

+ 폐기물 성상개선 우수 (2014.12.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 2014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A등급 선정 (2015.01. 보건복지부)

+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최우수 (2014.07. 경기도)

+ 2014년 전국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평가 A등급 선정 (2015.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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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 분야 최우수 (2015.05. 경기도)

+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최우수 (2014.12. 경기도)

+ 2014년 암 예방의 날 암 사업 우수기관 선정 (2015.03. 경기도)

+ 경기도4-H경진대회(과제발표) 최우수 (2014.10. 경기도농업기술원)

+ 2014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선정(2015.07, 경기도)

+ 경기도4-H경진대회(전통민속문화경진) 최우수 (2014.10. 경기도농업기술원)

+ 2014년 자체 감사활동 평가 장려 (2015.05.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