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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현황

4만 공무원이
1천2백만 도민을 위해
34조원 쓴다

■인구 1,206만9,000명(전국의 24%)
■세대수 452만7,000세대(전국의 22.8%)
■면적 1만188㎢(수도권 전체의 86.3%, 전국의 10.2%)
● 수도권 정비권역 100%
●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 군사규제구역 24%

21%

● 개발제한구역 12%

■행정구역 31 시·군(27시·4군) 539 읍·면·동
■조직 3부지사(행정1·2, 정무), 4실, 13국, 92담당관·과, 3원, 15사업소, 소방(2본부 5과 1반, 1소방학교, 34소방서)
■공무원 수 4만3,414명[경기도 8,730(일반 3,189, 소방 5,541), 시·군 3만4,684]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3,784명(전국 1,046명의 3.5배/2010년 9월말 기준)
■예산규모 33조 8,301억원(2011년 당초예산, 시·군 포함)
● 도 : 13조 8,033억원(일반회계 11조660억원, 특별회계 2조7,373억원)
● 시·군 : 20조 268억원(일반회계 15조1,326억원, 특별회계 4조8,942억원)

■기금조성 16개 기금, 1조6,775억원
■재정자립도(2011년) 도 60.1%, 시·군 평균 52.4%

경기도의 인구는 1,206만9,000명으로 전국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 수는 452만7,000세대로 전국의 22.8%이다.
면적은 1만188㎢로 전국의 10.2%, 수도권 전체의 86.3%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기도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규제 대상지역이다.
수도권 정비권역 100%, 군사규제구역 24%,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21%, 개발제한구역 12% 등 곳곳이 규제에 묶여 있다.
행정구역은 31개 시·군(27시·4군), 539개 읍·면·동으로 나뉜다.
경기도청 조직은 도지사 외 3부지사(행정1·2, 정무), 4실, 13국, 92담당관·과, 3원, 15사업소, 소방(2본부 5과 1반, 1소방학교,
34소방서)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수는 4만3,414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공무원이 8,730명(일반 3,189명, 소방 5,541명), 시·군
공무원이 3만4,684명이다.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784명으로 전국 1,046명의 3.5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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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규모는 33조8,301억원으로 도가 13조8,033억원(일반회계 11조660억원, 특별회계 2조7,373원), 시·군이
20조268억원(일반회계 15조1,326억원, 특별회계 4조8,942억원)이다. 총 16개 기금이 1조6,775억원 규모로 조성돼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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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일반공공행정(20.7%), 사회복지(17.0%), 교육(14.6%), 여성·보육, 문화·관광, 교통, 환경보호, 도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쓰인다. 재정자립도는 도 60.1%, 시·군 평균 52.4%다.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세계 각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글로벌 시대, 경기도가 지향하는
슬로건이다. 첨단지식과 기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동북아 경제시대의 중심이 되고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경기도가 된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13,803,355백만원

■ 도 예산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나 (단위 : 백만원)

1. 일반공공행정
2,855,901 (20.7%)

2. 사회복지
2,351,855 (17.0%)

3. 교육
2,017,198 (14.6%)

4. 지역개발기금
1,438,660 (10.4%)

5. 여성 및 보육
905,533 (6.6%)

6.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695,238 (5.0%)

7. 환경보호 616,116 (4.5%)

11. 국토 및 지역개발 409,456 (3.0%)

15. 공공질서 및 안전 161,365 (1.2%)

8. 도로 556,455 (4.0%)

12. 문화 및 관광 327,198 (2.4%)

16. 보건 156,687 (1.1%)

9. 농림해양수산 473,504 (3.4%)

13. 과학기술 211,433 (1.5%)

10. 교통 439,014 (3.2%)

14. 산업·중소기업 187,742 (1.4%)

■ 회계별 총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11년

2010년

증감(율)

합계

13,803,356

13,185,649

증 617,707(4.7%)

일반회계

11,066,031

10,165,354

증 900,677(8.9%)

특별회계

2,737,325

3,020,295

감 282,9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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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요성과

일자리-서민복지-편의점 민원실…

도정, 현장에서 꽃 피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한 해였다. 경기일자리센터를 개소했고,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별 융자지원을 하는 등 도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서민복지 증진에도 힘썼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복지서비스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소외된 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한 경기 행복학습마을
제1호인 ‘포천 장자마을 행복학습관’도 개관해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7월 1일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를 도정 철학으로 내세운 민선 5기 출범과 맞물려 민원행정서비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됐다. 365·24 언제나 민원실은 개소한 지 1년도 안 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민원개선 우수사례기관으로
선정됐다. 여러 측면에서 도민 중심의 현장 행정이 빛을 발한 2010년이었다.

1월

January

2월

February

일자리 창출, 기업과 함께 뛰었다

두드리면 일자리가 열리도록

경기도는 26일 농협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일자리창출

경기일자리센터를 개소했다. 도를 비롯해 순차적으로 31개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지원’ 협약을 맺고, 전국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최초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구리공정 증설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이뤄냈다. 삼성전자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2,000억원이며,

연구소 건립 MOU를 체결, 8,000억원 투자와 1만여 명

업체당 5억원이 지원한도액이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이다.

고용효과를 창출했다. 3년간 사업비 364억원이 지원되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사업자로 도가 선정됐다.

● 경기일자리센터 개소(도 및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개소 완료)
● 하이닉스, 구리공정 증설허용 규제개선

06

2011 Gyeonggi-do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지원(26일 협약)
- 2,000억원 규모, 업체당 5억원 한도(소상공인 5,000만원)

- 환경부 ‘특정수해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용’ 고시 개정(2월24일)
● 삼성전자 연구소 건립 MOU 체결(8,000억원 투자, 약 1만명 고용)
●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 사업비 364억원(3년간), 컨소시엄(경기, 충북, 전남, SK텔레콤, 삼성전자)

3월

March

주한미군 주변지역 관련 특별법 개정 이끌어
지자체 토지 매입비의 국비보조율을 확대하고 징발해제
공유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국방부로 명시하는 등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글로벌 R&D 유치를 위한 판교글로벌 R&D센터 기공식을
열었으며 광역도로 신내~퇴계원 구간 3.1㎞도 준공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 지자체 토지 매입비 국비보조율 확대(일부→일부 또는 전부)
- 징발해제 공유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국방부로 명시 등
● 글로벌 R&D 유치를 위한 판교 글로벌 R&D센터 기공식(4일)
- 초청연구용지, 연면적 4만6,233㎡, 1,128억원 소요
● 광역도로 신내~퇴계원, 3.1km 준공

4월

April

무한돌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우뚝’

무한돌봄 사업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창설했다. 서울대
경영대학과 협약을 맺고, 지자체 최초로 ‘중견기업 경영닥터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imbc, 동아닷컴, 한국닷컴 주관)
●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창설·운영
●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중견기업 경영닥터 지원 사업’ 추진
- 서울대 경영대학과 협약, 5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 추진 중

5월

성남 고도제한 완화, 30년 숙원 풀어
경기도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방부가

May

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성남 등 군용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했는데, 비행장 주변의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했다.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출범했다.
● 노인자살예방사업 대통령상 수상
● 군용비행장 주변 자연장애물 기준 차폐이론 적용 고도제한 완화
- 성남 영장산(193m), 화성 성황산(140m), 평택 원적봉(77m) 등
●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범

07

www.gg.go.kr

6월

포천 장자마을, 희망이 넘치는 삶터 변신
소외된 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변화시키는 경기 행복학습마을 제1호인 ‘포천
장자마을 행복학습관’을 24일 개관했다.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해 현장계약 105건 240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으며
보트쇼 기간, 전곡해양산업단지 1차 입주 협약식도 열었다.

June

● 경기 행복학습마을 제1호 ‘포천 장자마을 행복학습관’ 개관(24일)
- 소외된 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변화
●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 현장계약 105건, 240만 달러(2009년 대비 7.3배 증가)
● 전곡해양산업단지 입주 협약식(1차, 14개사 11만9,050㎡)

7월

July

전국 최초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개원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하는 이천 하이닉스 ‘아미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2009년 사업 성별영향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8.9㎢ 축소, 행정위탁지역 62.5㎢
확대 등 규제 완화도 이뤄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에 착공했다.

● 전국 최초 24시간 운영 하이닉스 ‘아미 어린이집’ 개원
● 2009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수상
●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규제완화
- 군사시설 보호구역 8.9㎢ 축소, 행정위탁지역 62.5㎢
확대
● 전곡해양산업단지 착공

8월

인천대교 연계한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인천대교와 연계한 제3경인고속화도로 14.27㎞가 1일
개통했다. 유충구제약품, 진단키트, 모기향 등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1차 물자를 북한에 지원했으며 교과부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에 선정돼 5년간 1,55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차세대 유전체 연구센터 개소와 경기국제보트쇼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제전시회로 인증 받는 경사도 맞았다.
● 인천대교와 연계한 제3경인 고속화도로(14.27㎞) 준공 개통(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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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1차 물자 지원
- 유충구제약품, 진단키트, 모기향 지원
● 교과부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선정(국비확보 5년간 1,5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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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유전체 연구센터 개소
● 경기국제보트쇼 국제전시회 인증(지식경제부)

August

9월

September

10월

October

여주~양평 고속도로 17.6㎞ 조기 개통

전곡해양산업단지 2차 입주 협약

여주~양평 고속도로 중 여주JCT~북여주IC 구간 17.6㎞가 조기
개통했다. 전국 탑프루트 과일 품평회에서 경기도産 포도, 복숭아가
우수상을 받았으며 밀가루 300톤을 북한 개성의 아동기관에 수해
긴급구호 물자로 지원했다. 제36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는
7연패를 달성했고, 상반기 ‘지역일자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받았다.

황해북도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분유와 이유식을 지원했다.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2차 물자로 방충망, 임신부 치료약도
함께 지원했다. 제40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단체상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6개사 6만1,203㎡ 규모의
전곡해양산업단지 2차 입주협약식도 열렸다.

● 여주~양평 고속도로 여주JCT~북여주IC(17.6km) 조기 개통
● 전국 탑프루트 과일 품평회 우수상 수상 : 포도, 복숭아
● 북한 수해 긴급구호 물자 지원(개성, 아동기관에 밀가루 300톤 지원)
● 제36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7연패 달성
● 2010년 상반기 ‘지역일자리평가’ 우수기관(재정인센티브 5억원)

● 북한 영유아 이유식 지원(황해북도 지역 영유아 분유 및 이유식)
●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2차 물자 지원
- 방충망, 임신부 치료약 지원
● 제40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단체상 부문 : 경기도 최우수)
● 전곡해양산업단지 입주협약식(2차, 6개사 6만1,203㎡)

11월

November

12월

December

365·24 민원실, 행안부 ‘민원개선 우수사례’ 기관 선정

교통 ‘뻥’ 뚫리고 ‘일하기 좋은 10개 기업’ 인증

365·24, 언제나 민원실이 행안부가 선정한 2010년 민원개선 우수
사례기관에 뽑혔다. 콜센터서비스 분야에서 한국표준협회
KS인증도 획득했다. 침례대 캠퍼스를 동두천시에 유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양주시에서는 예원대 문화예술캠퍼스를
착공했다. 2010년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72개 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동절기
취약계층 6,307세대에게는 10억6,600만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했다.

경기도내 일하기 좋은 10개 기업을 인증했다. 중앙선(청량리~덕소,
18㎞), 경춘선(망우~금곡, 16.9㎞) 전철이 개통했고, 1조4,792억원이
투입된 제2자유로(지방도 357호선, 22.7㎞)도 개통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대상 시상식에서 2개 부문(제조기술, 보급지원)
을 수상했고, 도내 8개 기업이 대상(2)과 우수상(6)을 받았다.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는 복지서비스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경기도 일하기 좋은 10개 기업 인증
● 중앙선(청량리~덕소,18km), 경춘선(망우~금곡,16.9km) 전철 개통
● 제2자유로(지방도 357호선, 22.7km) 개통, 1조4,792억원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대상 시상

착공(양주시)
● 2010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72개 업체 인증서 수여

- 2개 부문(제조기술, 보급지원), 8개 기업(대상 2, 우수상 6)
●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최우수상 수상(복지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부·한국일보 주최

● 동절기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 : 6,307세대 10억6,600만원

●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 61.7㎞) 전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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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24, 언제나 민원실, 2010년 민원개선 우수사례기관 선정(행안부)
● 콜센터서비스 분야, 한국표준협회 KS인증 획득
● 침례대 유치 양해각서 체결(동두천시) 및 예원대 문화예술캠퍼스

2011년 도정방향

GTX-SOC-서해안…
전략투자로 앞에서 끌고
2011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속도 조절과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차세대 중국 시장의 부상과 베이징-허베이의 환수도경제권 개발,
상하이의 포스트-엑스포(Post-Expo) 전략에 대응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 수준의 ‘상저하고형(上低下高型)’ 성장이 예상되지만, 투자 모멘텀 부재, 소비의
성장을 견인할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조선·건설을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한 여건이지만, 기업 간 경쟁 격화와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과제로 떠오른다.
최근 전국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경기지역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를 보면
지역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기지역 경기지표가 2010년 하반기 이후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속에 올해 경기도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공감행정 구현을 도정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5가지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먼저 GTX, SOC,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 전략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민선4기 규제완화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활기찬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SOC와 산업인프라 투자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넷째,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등에 있어 도민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다섯째, 도민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경기문화 향유와 주거복지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도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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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기반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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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도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끼네스(GGuinness)사업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G

일자리-복지-관광…
서민의 삶 뒤에서 밀고

Gyeonggi-do
1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대도시권 조성

2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활동 지원

3

경기북부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개발

4

도민을 무한 섬기는 사회안전망 구축
11

교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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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0 1 1 년

주 요 정 책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대도시권 조성

세계와 경쟁하는 미래를 향해
우리는 ‘GTX’ 타고 ‘메가시티’로 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북경, 상해, 동경 등 급부상하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건설 추진과 편리한 교통·철도망 확충을 통해 녹색산업에 이바지하는 한편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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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건설
도로·자동차 중심에서 철도 중심 녹색교통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GTX 조기 건설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세미나 및 GTX 포럼 등을 통해 GTX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의료·제약 등 신산업 연구개발을 지원해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을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Green All’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태양열, 지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항공·해양·전시산업 육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R&D 조성 및 투자유치전략 전환
판교와 광교테크노밸리 단지활성화를 꾀하고 해외기업 유치에 주력하던 기존 투자유치전략을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전환해 국내·외 기업 모두가 투자를 활발하게 확대할 수 있는 촉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편리한 교통·녹색 철도망 확충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합리적 버스노선 조정,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등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는 광역·종합체계를 구축해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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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KTX, 출퇴근은 GTX로!
수도권 교통혁명, 순항의 돛을 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건설

“

GTX 3개 노선 동시추진으로 수도권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를 혁신해 경기도를 북경과 동경을
능가하는 아시아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공공투자관리센터)
우호적 네트워크 강화

”

2011년 민자사업 추진과 함께 민간·정부 지원,
도 입장 적극 반영
● 국토해양부
① 민간사업 제안서 접수(상반기)
② 민간투자심의신청(상반기)
④ 우선협상대상자선정(하반기)
● 기획재정부
① 민자적격성조사(상반기)
③ 민간투자심의(하반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GTX 포럼 운영 및
세미나 개최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기관 협력 강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효과 거양
● 각계 각층의 전문가 그룹으로 GTX 포럼 구성·운영으로
GTX사업추진 장애요인 해소
● 철도학회 등 전문기관 활용하여 철도정책 전반에 관한
세미나 개최로 정책대안 마련

역 위치 선정, 사업비 분담기준, 운임수준 등 협력 모색
● 수도권 광역발전위원회 산하 ‘광역인프라기획단’에서
적극 협의(1순위 공동추진과제 선정)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구축’ 실무단 구성·운영

도내 철도 고속화 및 순환선,
GTX 노선연장 타당성 검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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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노선연장 요구민원 해소, 노선연장 구간
최적투자(개통)시기 검토
● 건설·운영·
계획 중인 철도 노선의 고속화(200㎞/h 이상)
방안 검토
※ 용역비 5억원(2011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

항공전, 보트쇼, 녹색산업…
다음 세대의 풍요를 위한 초석을 놓다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02
plan

제약·의료산업을 新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게놈상용화, 바이오마커 실용화 등 첨단분야
연구지원에 138억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으로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 선도
차세대 의료·제약산업 연구지원으로
미래형 신산업 발전기반 구축
● 게놈상용화 사업, 스마트케어, 바이오마커, 신약 개발
기반구축사업, 의료기기 지원센터
융복합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고용창출형 IMT산업, 지능형로봇 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의 전략적 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사업 추진(23개소)
● 해상풍력(200Mw) 및 발전용 연료전지(60Mw) 개발
●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청정 에너지 공급확대 지원
● 도시가스의 지속적 공급 확대 : 15만8,000가구,
399㎞(예상 보급률: 82.5%)
● 소외 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102개소 7,472 가구)
● 취약 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16%) ⇒
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등
※ 730.49원/㎥ → 606.99원/㎥(123.5원/㎥, 16% 할인)

녹색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Green-All 지원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100만원/건), 수수료(50%) 지원
녹색인증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산업단지 입주 알선 및 자금 지원
(3G 펀드 등)
●
●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
3조원의 사업비를 투자, 약 1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 파급효과 포함시 3만여명 이상 고용효과
국격 제고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광수지 개선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 롯데그룹 등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 사업계획 수립
● 민·관 공동 사업협약 체결(14개 기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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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항공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인 항공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경기도 대표 관광자원화(매년 5월 개최)
● 산업ㆍ
교육ㆍ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로 항공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잠재수요 창출
● 에어쇼, 산업전, 항공기 전시, 교육ㆍ
체험, 부대행사

2011 경기국제보트쇼
국제전문 보트쇼 : IFBSO(국제보트쇼 연합) 인증
● 해외 유명 보트쇼와 상호교류로 질적 향상 도모
● 두바이, 요코하마, 상하이에 이어 4대 보트쇼 도약
대중국 전진기지 : 산동성과의 교류추진
● 보트쇼 전시장 내 산동성관 운영
● 경기도~청도 간 리턴매치(Return Match)요트대회 개최
해양레저 문화의 확산을 위한 해양체험 위주 프로그램 운영

16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

사업개요
● 위치 / 면적 :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원 / 162만㎡
● 사업기간 : 2008~2013년
사업효과
● 국내ㆍ
외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해양레저활동
저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발전
추진방향
● 보트
ㆍ요트 제조, 수리, 판매, 보관, R&D, 교육시설 등을
갖춘 동북아 해양레저 중심지구로 개발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
● 국내 최대(10만8,000㎡), 아시아 5위 규모에 걸맞은
중·대형 산업전시회 중점 개최
● 2011년 9월 준공 예정
전시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업수출마케팅 지원
● 한국전자대전,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 한국산업대전 등
컨벤션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국제회의 유치 및 컨벤션시설 지원 전담기구 설립추진

2011 Gyeonggi-do

판교와 광교의 테크노밸리 내실화
투자유치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R&D 조성 및 투자유치전략 전환

“

03
plan

경기도는 판교·광교테크노밸리를 내실화해 첨단연구개발과 R(Research), I(Information), T(Trade)가
융합 발전하는 세계 첨단기술의 심장부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

사업규모
● 사업비 5조2,705억원, 부지면적 66만1,925㎡
공공지원시설 건립으로 단지 조기활성화 추진
● 공공지원센터(2011년 3월~2013년 3월), 글로벌R&D센터
(2010년 3월~2012년 3월), 산학연R&D센터(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잔여용지 공급추진 : 12필지 7만6,351㎡
●

일반연구용지 7필지 5만7,758㎡,
주차장용지 5필지 1만8,593㎡

투자유치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기존의 해외기업 유치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촉진전략으로 변화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지원
● (과거)외화확보를 위한 양(量) 중심→(현재)고용, 기술의 질(質)
중심
기업 유치과정에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식 개선 건의
● (선별·
차등·선택) 중점유치분야 선정, 고용과
기술력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 선택적 지원

광교테크노밸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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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조성비 5,166억원, 부지 28만5,251㎡, 연면적 22만3,440㎡
입주기관 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단지 활성화
● 통합홍보, 기업지원 정책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단지지원시설 확충 등
광교 도시지원시설 자족기능 유치 및 활성화
● 도시지원 3지구, 2만3,242㎡, 도시지원 7~10지구
14만1,878㎡ 등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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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버스 늘리고, 노선도 합리적 조정
GTX와 연계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편리한 교통·녹색 철도망 확충

“

대한민국 철도기술은 세계 5, 6위권으로 성장, 원자력 이상의 뛰어난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가 중국, 북한, 유럽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사업 마무리

광역 심야버스 노선 확대

광역적, 종합적인 교통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 14개 109.39㎞
● 지방도 확·포장 : 49개 285.2㎞
● 광역도로 : 12개 34.6㎞
● 국도대체 우회도로 : 2개 10.4㎞

심야시간대 저렴하고 안전한 빠른 대중교통수단 제공으로 도민
들의 경제활동 및 생활편익 제공
● 3개 노선 확대(46개 노선→49개 노선)

합리적 버스노선 조정 및 운영
교통수요 및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조정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서울 유출입 직행좌석형 155개 노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대중 교통활성화 및 탄소배출 저감
●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BMS, BIS 구축 16개 노선 232.4㎞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버스 확대 운영
교통소외지역 맞춤버스 확대
● 시범운영 4개군 20개 노선 → 도
·농복합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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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연계교통체계 구축
GTX 거점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구축으로
편리한 환승체계 마련
●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
●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 방안 연구 추진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대량·대중교통수단인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 신분당선 등 9개 사업 249.1㎞
● 서울지하철 연장 신규 추진(진접선 등 2개 사업 25.3㎞)

일반철도 건설 지원
일반철도 건설 지원을 통해 국가 간선철도망 조기 구축
● 중앙선(덕소~원주) 등 12개 사업 596㎞
● 지역 간 교통체계 개선, 철도 접근성 및 이용편의 제공

도시철도망 확충
도내 거점지역 노선을 연계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 용인·
의정부 경전철,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 조기 마무리
● 동탄~광교 등 8개 신규 노선 검토

철도 고속화 추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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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고속화 계획에 맞춰 도내 철도망의 고속화 추진으
로 철도 경쟁력 강화
● KTX 수서~평택(61㎞) 2014년까지 완료
● 건설·운영 중인 여주·경춘선 230㎞/h급 고속화 추진
● 기본계획 중인 신안산선 120㎞/h→200㎞/h급 고속화 추진
● 설계 중인 서해·문경선 250~270㎞/h급으로 고속화 검토

PART 2
2 0 1 1 년

주 요 정 책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활동 지원

자금지원, 규제개혁…기업하기 좋은 곳
당신의 일자리도 함께 생겨납니다!
기업애로사항 해결 등 지속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기존 일자리는 유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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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육성자금, 신용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지원하고 기업SOS시스템 등을 통해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G-창업프로젝트,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경영닥터 등의 사업은 기업 우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반월·시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산업단지의 적기공급, 생태산업단지 광역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입지 규제개선과 투자애로 해결을 통해 공장 신·증설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32개소의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를 꾀한다. 또 대기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제대군인, 취약계층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서민불편 개선을 위해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정지침 등을 발굴,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환경규제기준 마련, 국가안보 등 공익을 위해 희생한 낙후지역 규제 개선을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1

www.gg.go.kr

01
plan

중소기업이 잘 나가야 뿌리가 ‘튼튼’
창업에서 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

육성자금 1조 2,000억원 지원
신용보증 1조 2,000억원 지원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G-창업프로젝트
● 청년

및 중·장년층 기술 창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창업교육→공동창업보육(6개월)→창업활성화→사후관리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우수기술 사업화 및 미국시장 마케팅 지원
● 기술평가,

국내교육훈련 및 미국 내 비즈니스 지원

우량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기업애로 해소
기업SOS지원시스템
● 기업SOS지원단(221개 기관) : 협력네트워크 구축
● ‘기업SOS넷 기능고도화’ 추진으로 스마트폰 이용,
애로신청 및 기업 위치 정보 조회 가능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추진
● 기반시설(공장 진입로 등) 24건, 근로환경(노후기숙사 보수 등)
37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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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닥터
● 우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지원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가별 상관습 등에 대한 교육실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신규바이어 발굴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경기우수상품전(국내·외)
●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 수출보험료,

해외규격인증, 수출기업 사후관리
전자무역 활성화
● e-프런티어기업

육성 400개사
● e-무역상사

지원 및 외국어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

2011 Gyeonggi-do

협력기업 시너지, 산업단지 활성화
반월-시화, 공장 신증설 확대된다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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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바이오메디컬, 반도체 등 특화단지를 조성해 맞춤형 기업을 유치한 싱가포르처럼 앞으로
대기업과 국내외 협력기업을 한데 아울러 유치, 일관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투자유치 활성화

106개소 10억176만7,000㎡
● 국가산업단지

4개소 5,108만9,000㎡
● 일반산업단지

101개소 5,056만1,000㎡
● 농공단지

1개소 11만7,000㎡
※ 전국 856개소 11억7,153만㎡

공장입지규제개선 지속 추진
●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조성 면적 상향
(6만㎡→100만㎡)
●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확대(성장: 증설 200%→
신·증설 제한 없이 허용, 자연: 1,000㎡→5,000㎡)

반월·시화 산업단지 활성화(고도화 사업)

공장입지 알선 및 투자애로 해결지원

일반현황
● 면적

3,194만㎡(반월 1,537만㎡, 시화 1,657만㎡)
● 가동업체수

1만2,982개사
종사자 20만9,000여명(2010년 5월)
● 생산액

43조원(2009) / 업종 :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사업내용
● 업종고도화

및 지원ㆍ기반시설 개선ㆍ확충
● 생태산업단지

광역체계 구축

찾아가는 기업체 투자상담활동 실시
대규모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 투자애로업체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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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 중산층
전통시장 살아나게, 사회적 기업 활발하게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도록 지원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새터민, 제대군인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

창업·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 규모 : 450억원
● 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경영개선이 필요한 창업자
● 점포임차보증금(업체당 5,000만원 이내, 금리 4.3%)
● 경영자금(업체당 2,000만원 이내, 금리 4.3%)
영세 유통업체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 대상 : 3개소(수원, 동두천, 의정부)

일자리센터 운영
● 도, 시·군 일자리센터(32곳)운영 및 수원역, 민원전철 상담추진
● 찾아가는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프로시니어 일자리발굴단
운영, 맞춤형 일자리한마당 개최, 우수기업 홍보관 운영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역량제고
● 도,

기업의 상담기법, 친절교육 및 평가 등

효과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 물품 공급
● 유통·물류·판매시설 건립 지원
● 2011년 3개 사업 80억원
●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경쟁력 제고 : 68개소
●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 10개 시장
● 2011 사업 : 5개 시장 5억원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200명)
●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 사회진출 지원
● 밀착상담 및 취업교육,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570명)
●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실직자, 신용회복대상자,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기업 육성

24

”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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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계 및 대표(선도) 사회적기업 육성
● 제품 및 인프라구축비 3,000만원(사업개발비 최대7,000만원)
지역특성에 부합한 사회적기업 육성
● 사업개발비 28억500만원, 전문인력 9억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 경영, 회계, 법률, 마케팅 등 전문지원 프로보노단 운영
●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중첩규제 풀고
도민편익 위해 탁상행정 찾아 고친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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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수도권규제와 상수원규제, 군사규제,
그린벨트와 같은 중첩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

서민불편 개선을 위한 생활현장 규제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현행 1,000㎡)
● 산집법 시행령 개정
공업입지 조성 면적 확대(현행 6만㎡)
● 수정법 시행령 개정
환경규제 선진화 지역에 특별대책Ⅰ권역까지 포함
● 수생태계법 시행령 개정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연장 또는 상시법 존치 건의
규제유예 만료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강구
●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 지방 창업·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 연장
※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2009년 7월1일~ 2011년 6월말)

탁상행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행정 지침 등을 발굴하여
현장에 맞게 개선
● 훈령, 지침, 고시 등
상(賞)도 받고 민원도 해결하는 규제개혁공모전 운영
● 규제 관련 민원 전부를 공모전에 포함, 연중 상시 운영
※ 최우수(300만원), 우수(150만원), 장려(100만원),
입선(30만원)

국가안보 등 공익을 위해 희생한 낙후지역 규제개선
연천 등 4군·1시(양평, 가평, 연천, 여주, 동두천) 수도권
범위 제외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동일하게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유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

수도권 3개 시·도 18개 공동협력 사업 추진 철저
GTX 등 광역인프라 구축 관련 11개 사업 및 수도권 규제
관련 7개 과제의 조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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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정 책

경기북부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개발

소외된 곳에서 희망의 땅으로
사통팔달 경기북부 집중 투자한다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과 산업기반 조성, 규제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 개발을 꾀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
DMZ 주변에는 평화·생태공원, 역사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등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경기북부 지역을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26

2011 Gyeonggi-do

01
02
03
04
05
plan

plan

plan

plan

plan

도로 등 SOC 확충
민자고속도로 조기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경의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 조기 건설, 경원선 전철화 사업,
남북철도 연장 복원 등, 사통팔달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SOC 확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연계 발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2010년 개소한 경기제2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화산업 맞춤지원 등 현장위주 종합지원에 나서는
한편 2013년까지 섬유·가구·피혁특화단지를 조성,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LG패션 복합타운도 조성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체계적 개발
미군공여지 등 잠재적 개발자원 활용을 극대화해 통일 대비 배후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발전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한미군기지 조기 이전 노력과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DMZ 주변 문화·관광산업 육성
민통선 내 우수 생태·역사관광자원 탐방 코스화, 평화누리길 조성,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2014년까지
마무리하고,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 임진강수영대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DMZ
주변을 세계적 생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인도적 남북교류사업 지속 추진
개풍 양묘장 조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농·축산 협력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상호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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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 확충, 철도-전철 신설
경기북부 SOC 위해 선택과 집중
도로 등 SOC 확충

“

경의선과 경원선, 중앙선 철도를 개량하고, 세계 최첨단 최고속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의정부와 고양까지 건설하는 한편, 도로망 구축도 앞당기겠습니다

”

도로교통망 확충

일반·도시철도 건설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민자고속도로 조기 건설
● 구리~포천 53.0㎞, 서울~문산 34.7㎞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 국도 확·포장사업 14개소 101㎞(공사 중 11, 설계 중 3)
● 국도대체 우회도로 6개소 46㎞(공사 중 6)
● 광역도로 건설 4개소 16㎞(공사 중 2, 설계 중 2)

경원선(동두천~연천, 20.3㎞) 전철화 사업 추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2010년 3월~2011년 1월)
교외선(능곡~의정부, 29.9km)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2010년 4월~2011년 상반기)
의정부 경전철(장암~송산, 11.1㎞) 2012년 6월 완공 추진

남북철도 연장 복원
경원선(신탄리~철원, 5.6㎞) 442억원 2012년 개통 추진
● 노반공사 및 교량·터널공사 중(공정율 50%)
동서 녹색 평화도로(인천~경기~강원, 251.6㎞) 건설
● 인천 강화~파주·연천·포천~강원 철원·
화천·양구·고성
● 정부의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종합계획’과 연계,
인천시, 강원도와 협의 추진

광역철도 조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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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망우~금곡, 16.9㎞)
● 2010년 12월 우선 개통
경의선(용산~문산, 48.6㎞)
● 노선공사 등 2012년 말 완전 개통 추진
별내선(암사~별내, 11.4㎞)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대곡~소사 복선전철(19.5㎞) 민자사업 추진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2010년 7월1일) 및 2011년 하반기 협약
체결 및 착공
진접선(당고개~진접, 14.5㎞) 연장
● 예비 타당성조사 조사결과 타당성 확보(2010년 9월)
의정부·양주·포천선(장암~양주 옥정 17㎞) 연장
●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2010년 4월~2011년 상반기)

섬유와 가구산업 체계적 육성하고
기업지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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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제2기업지원센터 개소 등을 계기로 각종 규제나 지원 부족으로 수혜를 받지 못했던 경기북부지역
기업인들이 다양한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제2기업지원센터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84번지(2010년 9월1일 개소)
● 조 직 : 1본부 3팀 25명
● 마케팅, 특화산업 맞춤지원, 현장위주 종합지원 등

섬유·가구산업 체계적 육성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양주시 산북동 산 52-5번지(2009년~2012년)
● 연면적 1만5,378㎡(지상5층, 지하1층)
● 494억원(국비 150, 도비 150, 양주시 194)
● 제조·유통 연계한 비즈니스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섬유·가구산업 육성
● 섬유·
가구·피혁 분야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 섬유산업 전문인력 육성
섬유·가구·피혁특화단지 조성(4개소) : 2013년
● 염색·
피혁전용단지 : 2개소 67만3,000㎡(포천 신평3리, 연천
청산)
● 섬유·
가구 전용단지 : 2개소 244만2,000㎡(양주 은남, 포천
복합단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 조성
포천시 자작동 588-8 일원(2004년~2013년)
● 연면적 6만165㎡(6개동)
● 667억원(도비 50, 포천시 50, 대진대 567)
●

종합지원센터, 시험생산 1·2동, 기술고도화센터,
커뮤니티센터, 기숙사

LG패션 복합타운 조성
양주시 회정동 산44-3번지 일원(2009년~2012년)
● 약 1,000억원(전액 민자)
● 아울렛 및 봉제공장 등 제조와 유통을 연계한 패션타운 조성

29

www.gg.go.kr

03
plan

동두천-파주 등 주한미군 주둔지역
종합발전 계획 세워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체계적 개발

“

주한미군기지 때문에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동두천,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내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

”

체계적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기지 조기이전 노력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개발관련 부담금 감면 추진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
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등
미군피해 지역인 ‘동두천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특별회계 설치(반환기지 매각대금 중 30%),
수도권규제 특례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 상황
용산기지 2015년, 경기북부 반환기지 2016년 이전 예정
주한미군 반환기지 조기 이전을 위한 노력 전개
● 미국·한국 국방부 관계자에 이전 촉구 전개
● 한·미 안보정책 구상 회의 시 지역현안 전달
한미협력협의회 정식안건 상정 추진
● 한미협력협의회 안건을 통해 경기도 의견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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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 추진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 총 103개 사업 7조 2,632억원
● 반환기지 65건 6조 88억원, 주변지역 38건 1조 2,544억원
반환공여구역 내 주요시설 유치 계획
● 대학교

: 이화여대(파주 에드워드), 건국대(의정부 스탠리),
침례신학대(동두천 님블) 등
● 광역행정타운 : 경기도 제2경찰청 등(의정부 시어즈, 카일)
● 기 타 : 경기도 제2교육청(의정부 에세이욘) 등

반환미군지기 토양오염정화 관련 법 개정 추진
●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 시행자 변경
(시장군수→환경부장관)
● 주변미군 공여 지자체재산 환경오염 정화주체 변경
(지자체→국방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 13개 기지 대상, 공정율 76%

DMZ, 전쟁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생태-녹색-역사가 숨 쉬는 문화공간 변신
DMZ 주변 문화·관광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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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상처의 DMZ가 아니라 미래 평화와 자연의 DMZ, 남북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만나는 DMZ,
동물·식물·자연·역사·꿈이 만나는 DMZ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

”

경기평화통일마라톤 대회 개최

DMZ 생태 녹색·역사탐방로 조성

민통선을 달리는 국제적 대회로 육성(연1회 개최)
● 마라톤(하프·
10㎞) / 5,000여명 참여
● 마라톤 선수, 일반주민, 미2사단,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함께 참여

민통선 內 우수 생태·역사관광자원 탐방 코스화
● 2개 체험코스 75㎞
● 생태역사 43㎞, 임진강 32㎞ / 100억원
(국비50%, 지방비50%) ※ 2011년 설계(4억원)

평화·안보·생태·역사관광지 횡단 ‘평화누리길’ 조성
DMZ 인근 풍부한 자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김포시 대명항~연천군 신탄리역
(해안철책, 한강하류, 임진강, 역사유적 등) / 12개 노선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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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수영대회 개최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분단 후 최초로 평화염원 기원 수영대회 개최(2010년 7월)에
이어 지속적인 대회 개최
● 600m 코스 선수 140명 / 관람객 1,000여명 참여
● 평화메시지 띄우기,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 운영

DMZ 일원을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조성(2009년~2014년)
● DMZ생태보전연구소, 생태탐방로 조성 등 217억4,200만원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
DMZ의 평화생명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제적 관광명소화
● DMZ 관련 행사의 다변화
● 분단 60년 동안 금단구역이던 임진강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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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민간-NGO교류 활성화
탈북주민 정착, 사회참여 지원도
인도적 남북교류사업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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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해온 개성공단 활성화, 임진강 수해방지, 개풍 양묘장, 말라리아 공동방역, 농업협력과 같은
사업은 물론 민간기업, NGO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기간 : 2008년 이후 지속 / 시기 : 6월~9월경
● 사업내용 : 방역물자 지원 및 남북 공동방역 실시
● 유충구제약품, 진단키트, 모기향, 임신부치료약, 방충망

개풍 양묘장 조성
북한지역 산림복원을 위한 양묘장 조성(2007년~2011년)
● 대상 : 9ha, 종자·
묘목, 비료, 농약 등 양묘자재 지원
● 양묘기술 전수, 북한 산림녹화 지원 등

인도적 남북협력사업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식량지원 등 긴급 구호
● 긴급구호 물자 지원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 동절기 연탄지원, 이유식 지원 등

농·축산 협력사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농축산 개발지원(2009년~2011년)
● 대상 : 평양 / 양돈 시설자재 / 농약, 비료, 종자 지원 등
● 양돈장 설치, 벼농사,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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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 정착 지원
● 지역적응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센터 운영
●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강화(조리과정, 영유아
보육교사육성과정, 경기도 기술학교를 활용한 직업훈련)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특별채용 확대
북한이탈주민 사회참여 및 사회적 인식개선
●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및 문화산업시찰 추진 등

PART 4
2 0 1 1 년

주 요 정 책

도민을 무한 섬기는 사회안전망 구축		

경기도 복지온도는 365일 36.5도
힘든 당신을 빠뜨리지 않는다!
경기도의 복지 그물은 촘촘하다. 자격이나 기준 미달로 행정이 빠뜨리기 쉬운 부분을 무한돌봄이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온도는 365일 36.5℃를 추구한다. 특히 민선 5기 들어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의 기조로 올해 경기도는
현장 중심, 도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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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경기도 복지모델 정착
현행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꿈나무 안심학교
총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경기도만의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장(도민)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
365·24언제나 민원실,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 민원전철 등을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언제라도 찾아가 무한 섬김 자세로 현장행정을 실천한다.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삶 향유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오염된 물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기반으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환경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장(도민) 중심 재난사고 대응체계 완비
구석구석 도민안전 119손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방력의 재배치와 기능조정을 통해 위험에 처한 도민이
부르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발 빠른 소방 대응조직을 구축,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한다.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국가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군 사령부·수도군단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 실전에 가까운 훈련 내실화와 안보교육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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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1차 복지 그물망
경기도 +시민사회의 2차 그물망
따뜻한 경기도 복지모델 정착

“

무한돌봄, 꿈나무 안심학교 등 서민 우선 행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돌보고
복지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

무한돌봄사업 확대 발전
제도권 밖의 위기가정 복지 사각지대 돌봄서비스
●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2009, 2010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imbc, 동아닷컴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민간복지 자원 발굴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 무료 수강
● 사랑행복나눔재단 저소득층 지원
●

온라인 기부 사이트 운영(인터파크, 네이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 확대
임신·출산지원 모자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암 검진 및 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꿈나무 안심학교
방과후 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의 교육과 돌봄서비스
● 여성의 출산과 육아부담 경감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 학교안은 ‘종일돌봄교실’로 전환, 학교밖 중점 추진
꿈나무 안심학교 총괄지원센터 설치 운영
● 가칭 ‘경기도꿈나무안심학교지원조례’ 제정 추진
● 시설·
보육교사 기준, 기본프로그램 등 매뉴얼 운영
● 돌봄기능의 질적 제고를 위해 총괄지원센터 운영 지원

무한돌봄센터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사회복지전달 체계
● 31개 시·군 센터의 사례관리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중복지원 방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늦은 시간에도 안심, 시간연장(24시간) 보육
● 직장 교대근로자 24시간 보육, 전국 최초 운영
(아미, 성남시청 등)
● 야간까지 보육하는 시간연장형 보육확대(2,100개소)
→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춤형 보육으로 지원

시·군 무한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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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한돌봄센터

A네트워크팀

지역복지관
시·군센터 컨설팅, 교육지원 등

아동센터

B네트워크팀

보건소

C네트워크팀

가정폭력상담소

정신보건센터

시·군센터 : 사례관리, 복지시설 간 역할 조정 네트워크팀 : 사례발굴, 각종 복지자원 연계

도청은 도민이 어려울 때 찾는 곳
365일 언제나 도정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현장(도민)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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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 365에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해 도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도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언제나 민원실

”

365일 24시간 불 꺼지지 않고 쉬지 않는 행정서비스 제공
● 여권발급, 콜센터상담, 민원접수, 생활민원처리 등
주말·공휴일·야간, 언제든지 이용가능⇒행정의 시간벽 없앰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경기콜센터
연중 무휴 24시간 ● 도정상담 및 민원안내 등

찾아가는 도민안방
서민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고충과 불편을 해결해 주는
섬김 서비스
도심(대형마트, 전철역 광장 등), 농어촌 지역(5일장 등)
생활민원, 일자리, 복지·법률·부동산 상담, 의료서비스
● 1일 2팀 2개 시·군 → 1일 3팀 3개 시·군으로 확대
●
●

도내 주요역사(수원역, 의정부역, 중앙역)에 민원센터 설치
● 일반민원, 일자리, 무한돌봄, 무료법률, 서민금융상담 등
전국 최초의 도와 시 공동운영 민원서비스 제공
● 부천역, 평택역, 동두천-중앙역 등 도내 주요역 민원센터
확대 설치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강화

달려라! 민원전철
도민들의 교통수단인 전철에서 민원서비스 제공
● 전철 1호선 중 서동탄~성북 구간(1일 4회 왕복)
●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 대학생, 서민 등 즉석 민원 해결
경기도와 철도공사가 협력해 행정서비스 극대화
● 기본상담 : 일자리, 무한돌봄, 생활민원, 건강상담, 금융 상담 등
● 부가서비스 : 무인민원발급기, 갤럭시탭, 아이패드, 수유실, 생수,
휴대폰 충전기, 양심서점, 와이파이존, 우수 농특산물,
현금인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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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근원인 깨끗한 물을 위해
8조원 들여 하천과 상하수도 정비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삶 향유

“

2013년까지 총 8조4,864억원을 투입해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13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팔당호와 경안천 등 도내 17개 하천과 5개 호소(湖沼)의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지속 추진
● 호소 및 유입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
=> 생태습지조성,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 팔당호 수질(BOD) : 좋음(Ⅰb) 유지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한강수계 26개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모니터링 추진
● 한강,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2013년 6월 시행)
진위천유역 8개 시 시행계획 수립
●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2012년 1월 시행)

생태계가 살아있는 맑은 하천 유지
샛강살리기 Project 2013 추진
● 팔당호, 경안천을 포함한 오산천, 굴포천 등 주요하천으로 확대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습지 2차 사업 추진
● 생태침투형 호안, 정수식물식재 등 8만8,000㎡ 조성
경기도·민간기업 협력으로 생태하천 복원(매년10억)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 등 환경공영제 추진

하수를 이용한 녹색 에너지·환경 정책 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활용으로 건천화 방지
● 고양시 등 5개시, 하수 방류수 재활용 14만5,000톤/일
(2011년5만200톤/일(준공))
하수도 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
● 수원·굴포천·안산하수처리장
→ 하수열 이용설비, 잉여슬러지 전처리, 태양광발전 이용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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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률 지속 확대
● 상수도 보급률 향상 : 2006년 92.3%→2011년 95.6%
농어촌 및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 평택시 등 16개 시·군(상수관로 293km)
양평, 성남 등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로 맑은 물 공급

화재, 붕괴, 홍수 등 각종 사건사고
경기도의 119 시스템은 빠르게 작동한다
현장(도민) 중심의 재난사고 대응체계 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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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이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가는 스피드형
소방 대응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

구석구석 도민안전 119손길 프로젝트 추진
소방서비스 확대를 통한 휴먼안전공동체 기반 강화
● 안전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119서비스 확대
● 서민생활안전 지원단, 도민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안전지원활동을 통한 자율참여 안전문화 정착
● 문화생활과 접목한 체험형 안전문화 프로그램 확대
●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 참여’ 프로그램 운영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시스템 구비
●
●

찾아가는 119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 확대

안전과 환경이 양립하는 레벨-up 예방행정 전개
재난 예방에 역점을 둔 한 발 앞선 안전대책 추진
● 주택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화재와의 전쟁 지속 추진
● 종합안전컨설팅 방식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적합한 친환경 소방기반 구축
● 고효율·친환경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
● 녹색소방 실천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빠르게 작동하는 선진적 재난대응체계 완비

39

www.gg.go.kr

소방력 재배치를 통한 현장중심의 조직체계 구축
● 소방력 재배치·
기능 조정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 능력 있는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제 도입
119기능 강화로 도민생활안전 네트워크 허브 기능 강화
● 도민의 포괄적 생활안전 관리를 위한 119기능 확대
● 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
소방자원의 생산성 제고와 정책네트워크 강화
● 경기소방 레벨-up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시·
도 연합 초광역 긴급대응시스템 본격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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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공조, 훈련 내실화, 안보 고취
국가비상상황 발생해도 흔들림 없다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

조국과 자유는 공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가, 국민, 주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3군 사령부·수도군단 간 공조체계 구축

”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과
긴밀한 협조
● 경기도, 3군 사령부, 수도군단 Hot-Line을 통한
정보공유로 지역주민들의 동요 예방 등
● 접경지역 안보
·재난 상황 모니터링 CCTV 설치
● 비상기획관 조직 설치·운영

실전에 가까운 국가비상대비 훈련 내실화
을지연습(8월)
● 국가 비상사태 발생 대비 실제훈련
● 170여개 기관 2만5,000여명 참여
화랑·충무훈련(10월)
●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 군 병력동원과 연계 기술인력, 차량건설기계 등 통합 동원
및 긴급복구 훈련
비상대피시설 확보
● 4개 시·군 접경지역, 민통선 내 주민대피시설 확보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자체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주민대피, 전재민 수용·구호, 구호물자 수송, 사상자 치료,
피해복구 등

안보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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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재난장비 전시회
● 미군이

보유한 최신예 아파치 헬기 전시 등으로
한미안보협력 강화
● 을지연습 시 육·해·공군 장비 20여종 전시
안보교육 강화
● 현장체험, 월례조회, 경기포럼 및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 운영 등

예산, 누구에게 얼마나 쓰이나?
노인

영·유아

51개 사업 (도비 148,004백만원)
●

노인일자리 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양로시설운영

●

노인복지관 운영비

●

노인보호구역 설치

●

기초노령연금
●

●

●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경로당 운영난방비

●

29개 사업 925,780백만원 (도비 331,762백만원)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 서민층, 중산층, 다문화가정, 장애아 등
●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아동(초등학생이하)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아동보호시설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아이돌보미 지원

●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장애인

장애수당

●

장애아동 가족지원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

경기도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

●

수화통역센터 운영

●

장애인 연금
●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

장애인 일자리 지원

학생(중·고·대)

24개 사업 (도비 9,701백만원)
●

경기과학축전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

●

청소년 학습코칭 지원

●

대학발전 관계자 워크숍

●

대학생과 함께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농·어업인

창업농업인교육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

농업경영컨설팅

●

●

향토산업육성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

농산물마케팅 워크숍 및 교육

●

●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동

전문농업인육성

●

여성농업인센터운영

●

●

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컨설팅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

한발대비용수개발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수리시설정비

●

소규모용수개발

●

●

●

지표수보강개발

농로확포장
●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외국인주민 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

20개 사업 (도비 3,130백만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대구획경지정리

그린캠퍼스 만들기

24개 사업 17,322백만원 (도비 4,228백만원)

농가도우미지원

●

●

●

친환경축산육성교육

●

다문화

194개 사업 (도비 68,890백만원)
●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81개 사업 57,907백만원 (도비 21,952백만원)

102개 사업 360,997백만원 (도비 76,441백만원)
●

●

여성

22개 사업 (도비 194,747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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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사업 (도비 49,523백만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

●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

글로벌R&D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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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5
2 0 1 1 년

주 요 정 책

교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제적 여유와 함께 가는 문화적 풍요
평생교육 통해 삶의 질 높인다
평생교육, 문화활동 기회를 한센촌, 도서벽지, 오지 등으로 확대해 누구나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며
교육, 문화, 산업,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공간과 생명, 건강, 매력이 어우러진 농산어촌을 건설, ‘누구나 행복한
경기도’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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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교육
어르신독서도우미 양성과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평생학습코칭 사업,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대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평생학습도민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고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한다.

전통(역사)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기 문화
남한산성을 2014년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문화유적 명소로 조성하고 서해안 관광벨트화를 위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곡선사·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고
도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 제공, 도민건강,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야생 동·식물을 지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든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활용해
주민 편익시설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자족기능 갖춘 테마형 도시공간 조성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을 주거기능은 물론 자족기능을 갖춘 테마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뉴타운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생명, 건강, 매력이 어우러진 농·산·어촌 건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G-FOOD 마켓, 경기축산 G-페스티벌은 보다 다채롭게 추진해 판로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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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문제인가요? 배우면 행복해요!”
배울 수 있는 기회, 당신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교육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센촌과 사할린동포 입주마을 등 사회적, 교육적으로 소외된
20개 마을에 주민주도형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독서도우미 양성 확대

”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을 독서도우미로 양성,
소외계층에 파견하여 독서 저변확대
●초
 ·중급 독서코칭 교육 실시(480명→600명)
● 우수

수료자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독서도우미로 활동
(350개 기관→500개 기관)

고등교육 수요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유치
교육시설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반환공여구역 등을 활용 총 10개 대학 정상 추진 중
※ 동국대(2011년 개교), 예원예술대(착공), 이화여대,
서울대 등(MOU 체결 이후 행정절차 이행 중)

경기평생학습 도민대학

4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의
질적 수준 향상 촉진
●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010년 7개 대학)
● 학습자

수요충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기도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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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학습코칭 사업 추진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대학생의 주도적·능동적인 학습 프로젝트 기획
●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 교과목학습지도, 특기적성 등 맞춤형 학습 추진
※ 2011년 대학생 90개팀 학습대상 900명 예정

교육 소외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변화시키는 경기도만의 특화모델 지속추진
● 장자·다온마을 사례를 토대로 확대 조성(총 10개소)
● 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학습 환경 조성
● 단계별 주민희망 학습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중단 방지 및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1만1,000명
●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9만6,000원~12만원 지원
※ 2010년 1만1,000명 지원⇒2011년 1만8,000명 지원 추진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평생학습 인프라가 열악한 도내 병영에 대해 평생학습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 군 장병 취업연계 직업전문교육 실시
● ‘희망병영대학’ 시범사업 추진
● 현역군인 교양강좌 운영 및 진로설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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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서해안 관광벨트화, 자연사박물관도 유치
전통(역사)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기 문화

“

경기도에는 120개의 미술관, 박물관이 있는데 이들을 단순 전시공간뿐 아니라
교육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유적지 조성

”

2014년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문화유적 명소로 조성
● 고증을 통한 남한산성내 주요 문화유산 복원·정비
● UNESCO(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역사와 문화콘텐츠가 넘치는 세계적 명소 추진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및 개관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경기북부의 역사·문화 명소화
● 부지 7만2,599㎡, 연면적 5,000㎡(지하1, 지상2)
● 상설·특별전시실, 수장고, 다목적강당, 교육·
체험 공간 등
※ 2011년 5월 개관(예정)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서해안 생태관광 및 USKR과 연계한 에듀테인먼트 관광벨트화
●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15.9㎢)
● 부지 33만㎡/ 연면적 10만㎡ /약 6,5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개관
과학·체험·문화예술 융합의 복합문화시설 개관
● 위치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번지 일원
● 사업비 : 305억원(국비 57억원, 도비 248억원)
● 주요시설 : 어린이체험전시실, 교육실, 강당 등
● 개관행사 :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다문화, 특별기획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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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어르신ㆍ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도내 전역에서 1,000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 복지시설, 5일장, 다문화ㆍ
새터민 등 소외계층 대상
● 음악,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공연
※ 2010년 700회 공연⇒2011년 1,020회 공연 추진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 실버체조, 게이트볼, 요가, 댄스스포츠(15개소 1만5,000여명)
맞춤형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확대
● 테라밴드, 조정, 축구, 농구 등 종목 체육지도사 배치

도민들의 수요가 높은 생활체육시설 건립

여가활용 및 체육활동을 위한 야외 체육공원조성

수영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 9개소 / 135억2,200만원(국비 68억8,700만원,
도비 66억3,500만원) (국비30%, 지방비70%)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여가 및 체육활동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체육공원 확충
● 5개소 / 50억4,200만원(국비 29억원, 도비 : 21억4,200만원)
(국비30%, 지방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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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줄이고, 쾌적한 공원 만들고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 휴식공간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고, 도립공원을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보호 야생 동·식물 지정

”

멸종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으로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유지
● 민감지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2010) 결과를 기초로
희귀하고 보호 가치가 있는 10~30종 선정

지역대기오염 정보의 실시간 제공
2011년부터 최초로 전 시군 1개소 이상의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완료로 도민의 건강 및 재산피해 예방
● 75개소

지역대기오염측정소를 통한 오존경보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운영

도민이 다시 찾는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의 휴식 공간 제공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편의시설
보수·정비 및 경관조성사업 추진
● 수리산·연인산·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대한 탐방객의 편의 시설
(화장실, 자연학습장, 주차장 등)을 2014년까지 조성
●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의 휴식공원으로 변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친화시설로 자리매김
● 과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매립장의 인식변화 계기마련
●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 해소
● 27개소 운영 중이며 3개소 추가 조성계획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한 주민 편익시설 설치
소각 여열의 에너지 자원화 및 친환경적 공간 조성
● 수영장, 축구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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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명품 신도시 9월 입주 가시화
맟맟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서비스 제공도
자족기능 갖춘 테마형 도시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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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만의 창조적인 생태하천 디자인 계획을 세워 광교의 자연자원과 역사, 환경, 문화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맞춤형 청정 생태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명품신도시 건설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

주거환경 및 자족기능을 갖춘 광교신도시(1,130만5,000㎡)
● 2011년 9월 최초 입주대비 점검실시
- 입주지원 협의체 구성·운영(13개 기관, 19개부서 구성)
- 매월 정기점검 실시
- 문제점 사전도출 및 대책수립을 위한 소규모 그룹회의 실시
● 2011년 말까지 단지조성사업 완료
교통·산업·경제·교육 중심의 동탄2 신도시(2,401만4,000㎡)

택지개발사업 등에 적용할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수립
● 연구용역 추진(2011년 2~8월)
- 친환경토지이용, 녹색교통체계, 자연생태, 에너지효율화,
자원관리 분야 기준 등
● 도내 건설 공급하는 신도시(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에 대한 탄소저감 계획기준으로 활용

특별계획구역(7개) 기본계획 수립
-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신주거문화타운,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등
● 커뮤니티시범단지 부지공사 착공(2011년 4월)
한미문화가 공존하는 고덕국제신도시(1,351만6,000㎡)
● 지장물 보상착수(2011년 10월)
※ 토지보상 84%(2010년 9월29일 완료,
현재 토지수용절차 이행 중)
● 미군기지 이전지연 및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실시계획 재수립(2011년 5월)
●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사업 추진
주민의견 적극수렴 및 공공역할 강화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뉴타운 주민전문가 양성
●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제도 시행
● 주민부담 경감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 12개시 21개 지구

49

www.gg.go.kr

도로명 주소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저소득층 전·월세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도로명 주소의 체계적 전환으로 새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 방지 및 도민 생활편의 제공
●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
고시 및 공적장부(756종) 주소전환,
민간·공공부문 D/B 지원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6,000만원 이하 전·월세 무료중개
서비스 제공
● 도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희망자를
모집하고 읍면동 사회보장담당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계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충분한 자족시설 및 녹지·공원 확보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차별화된 밀도 배분 추진 <역세권(고밀), 주거 생활형
(중밀), 환경보전형(저밀)>
● 시범지구
(하남미사) : 보상실시(2010년12월~2011년10월),
2011년 하반기 본청약
※ 공사착공 : 2012년 상반기
(고양원흥) : 보상실시(2010년7월~2011년5월),
2011년 하반기 본청약
※ 공사착공 : 2011년 5월
2차 지구 (부천옥길·시흥은계·구리갈매·남양주진건) :
지장물조사 및 보상추진
● 3차 지구 (광명시흥·하남감일·감북) : 지장물조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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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정보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에 원스톱 제공
● 부동산 일필지종합정보, 공간분석, 포털지도비교, 맞춤형지도,
부동산개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등

G마크 브랜드 가치 더 높이고
해양레저 이끌 경기만 마리나도 개발
생명, 건강, 매력이 어우러진 농·산·어촌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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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테마·레저 등이 연계된 다기능 복합생활공간 확대 조성과 웰빙·전통식품 등 식품산업 고급화,
농산물 품질관리와 광역 브랜드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

언제나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

2011 G FOOD 마켓 개최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권역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55마을
● 체재형주말농장조성 20마을

G마크 등 우수 농특산물 판촉통한 인지도 향상 및
농가 판로확대 기여
※ 2010년 실적
● 2010년 11월18일~21일 / 코엑스
● 관람객 20만명 / 5억5,000만원 매출 / 39억원 수출계약

도지사가 인증하는 고품질 G마크 농특산물

소비자와 함께 하는 경기축산G-Festival개최

고품질 브랜드 가치창출을 통한 도농 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 222개 인증업체 / 연매출액 1조원 초과
● 소비자 인지도조사 1위, 전국브랜드대상 2년 연속 수상

축산물브랜드 전시·판매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우수한우선발대회와 도시민의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추진
※ 2010년 실적
● 2010년 10월29일~30일 / 수원월드컵경기장 원형광장
● 관람객 : 5,000명 / 1억3,000만원

해양레저를 선도하는 경기만 마리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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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으로 관련 산업 발전 및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2020년까지 전곡항 등 4개소 (1,733척) 개발
● 전곡항 마리나 1단계 (113척) 준공-개장 운영 중
●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성공적 개최 기여

진정한 지방자치 원년의 해,
자치 역량강화 초점
“과감한 지방분권과 이양만이 21세기 동북아시대에 걸맞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방안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52

2011 Gyeonggi-do

지방분권포럼 등 토론회를 개최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정치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합리적 개편을 위한 연대 추진
● GRI 분권포럼 내 분야별 소그룹 구성, 구체적 대응 논리 개발
(2011년 6월까지)
● GRI 분권포럼 회원, 중앙위원회에 대거 참여,
道 입장 반영 채널 구축
● 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자치단체협의체와 협력·대응 방안 모색
※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의 신분, 인사, 재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자치경찰제(안) 마련
● 도 소속으로 도 경찰위원회 설치
※ 도 경찰위원회 산하에 도 경찰청, 도 경찰청 산하에
시·군 경찰서 등

역사는 길지 않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계기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민선 5기 경기도는
2011년을 진정한 ‘지방자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경기도만의 특성을 가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기반 확충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 국세 : 지방세 = (현) 8:2→(개선) 6:4
● 지방소비세율 인상 : 부가가치세의 5%(2010)→10%(2013)
● 시화조력발전소(5억5,200만kwh)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재정조정기능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하 : 보통교부세의 5%→3.6%
학교용지매입비 시·군 공동부담 추진
● 소방재정 국비 부담률 상향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간 또는 출연금 합리적 조정
●
●

특별사법경찰 조직역량 강화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 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단속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및 불법의약품 단속 등 위법행위 근절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분야 단속 전개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및 정예화
● 단속·수사정보 공유 및 지속적인 전문교육 강화
● 최신 수사장비 확보를 통해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

경기도 정체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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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네스, ‘끼네스(GGuinness)’ 추진
● 도내 모든 분야의 유·무형 최고 가치 발굴과 최고기록
경기도민을 선정, 홍보를 통해 경기도민 자긍심 도모
● 2010년 최고기록 경기도민 21명 선정, 최고가치 101건 발굴
‘현장(現場)에 답(答)이 있다’, ‘현답(賢答)’ 추진
● 공무원들의 애향심 고취와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정책 추진의 내실화와 도정수행 능력 역량 제고

시·군별 주요 도정현황
수원시

126개 사업 259,571백만원(도비 46,038) ●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확장(삼성로) ●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상환

성남시

118개 사업 174,364백만원(도비 18,393) ● 여수천, 동막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고양시

150개 사업 234,646백만원(도비 21,532) ●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 장월평천(법곳지구) 개수공사 ● 대자천 개수공사

부천시

127개 사업 306,654백만원(도비 43,900) ● 계수대로 개설공사 ● 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용인시

104개 사업 196,763백만원(도비 24,892) ●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 갈담소하천 정비공사 ● 청미천 개수공사

안산시

25개 사업 27,887백만원(도비 5,328) ● 풍육도도서지역 도로정비사업 ● 자전거도로구축사업

안양시

30개 사업 11,781백만원(도비 230) ● 도로표지판 정비 ● 광역도로방 도로명판 설치 ●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남양주시 385개 사업 173,692백만원(도비 30,406) ●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건설 ● 덕송~상계 광역도로 건설 ● 지방하천 개수사업
의정부시 323개 사업 196,727백만원(도비 27,875)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 전통사찰보존정비
평택시

146개 사업 325,358백만원(도비 43,296) ● 가로등 유지관리비 ● 주한미군기지주변정비사업(하북~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시흥시

93개 사업 141,015백만원(도비 41,238) ●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 지방하천개수사업(신천) ● 해면수산자원 조성

화성시

452개 사업 195,497백만원(도비 30,792) ● 서원말도로확포장공사 ● 시도4호선(신외-유포)도로확포장공사 ● 소하천정비사업

광명시

58개 사업 71,044백만원(도비 4,222) ● 생태하천 복원사업 ● 배수문 보수·정비사업 ● 광명배수펌프장 배수펌프교체

파주시

135개 사업 173,739백만원(도비 29,292)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두포천,설마천)

군포시

59개 사업 57,278백만원(도비 10,120) ●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융자원리금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사업

광주시

376개 사업 93,370백만원(도비 16,002) ●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도로 확포장공사 ● 지방도 가로등 정비 ● 광주우회도로 차입금 원금상환

김포시

89개 사업 99,116백만원(도비 30,579)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개설사업 ● 인천서구~김포한강신도시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이천시

8개 사업 169,363백만원(도비 20,073) ● 소하천정비사업 ●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 제방정비사업

구리시

317개 사업 75,169백만원(도비 6,111) ●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양주시

98개 사업 123,728백만원(도비 33,724) ● 홍죽산업단지 지원도로 선형개량 공사 ● 도하-덕도간 민자연계 도로사업(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성시

102개 사업 97,438백만원(도비 11,878) ● 농로확포장사업 ● 원곡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포천시

93개 사업 83,850백만원(도비 11,861) ●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 주원~오가간 도로 확·포장공사

오산시

50개 사업 42,821백만원(도비 8,388) ● 전국자전거도로 구축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오산천)

하남시

293개 사업 69,761백만원(도비 13,231) ● 지방하천개수사업(초이천) ● 하천제방 보수 보강사업 ●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의왕시

43개 사업 33,494백만원(도비 2,867) ● 청계천정비 ● 오전천(생태) 복원 공사

여주군

26개 사업 31,460백만원(도비 4,557) ● 여주-당우간 도로확포장 ●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동두천시 90개 사업 64,399백만원(도비 21,181) ● 동방주택-방죽내1길도로개설 ● 상패동사무소~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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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78개 사업 70,899백만원(도비 12,904) ● 용문도시계획도로(중2-1호)확장 ● 소하천정비사업 ●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

과천시

25개 사업 12,376백만원(도비 1,002) ● 추사박물관 건립 ● 장애연금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가평군

77개 사업 63,394백만원(도비 16,397) ● 농어촌도로(가평103호선)확포장공사 ● 가평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개설공사

연천군

139개 사업 98,995백만원(도비 30,593) ● 도로 및 농로포장 ● 군도6호선(차탄-옥계간)도로확포장공 ● 삼거-왕림간 도로확포장공사

주요 도정현황(사업별)
도로사업 124개 사업 (도비 166,969백만원)
●계수대로 도로확포장
●원당~태리산 도로확포장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도로확포장
●감일~초이간 도로확포장
●서운동~삼정동간 도로확포장
●인천서구~김포신도시간 도로확포장
●동부간선도로 도로확포장
●신내~퇴계원간 도로확포장
●덕송~상계간 도로확포장
●화전~신사간 도로확포장
●증포~모전간 도로확포장
●오포~포곡(2)간 도로확포장
●초지대교~인천간 도로확포장
●용인~포곡간 도로확포장
●내각~오감 도로확포장
●조리~법원 도로확포장
●덕양~용미 도로확포장
●일패~와부 도로확포장
● 수원 삼성로 확장

●김포 석정~옹정간 도로확포장
●양평 용문도시계획도로(중2-1호선)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지방도 338호선(이배재 고개)확포장
●여주 당우~장암간 도로확포장
●칼봉산 휴영림 진입도로
●차탄~옥계간 도로확포장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개발사업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진입로
●안성IC 교차로 입체화 분담금
●용인~남사(2)간 도로확포장
●오산~남사간 도로확포장
●분천~안녕간 도로확포장
●진위~남사간 도로확포장
●삼계~구문천간 도로확포장
●안중~신왕간 도로확포장
●공세~원덕간 도로확포장
●서안~고정간 도로확포장
●정남~안녕간 도로확포장

●남양~구장(2)간 도로확포장
●일죽~대포간 도로확포장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
●유료도로정체구간개선사업
●누산~운양간 도로확포장
●마전~삼숭 도로확포장
●가납~용암 도로확포장
●장남교 재가설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
●하송우~마산간 도로확포장
●고모~직동간 도로확포장
●정산~백의간 도로확포장
●금촌~월롱간 도로확포장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지방도 가로등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팔당댐(공도교)유지관리
●교통환경 개선 방호벽 철거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BRT)구축
(하남~천호 BRT)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회전교차로)
●초지동~사2동간 자전거도로 구축
●기흥동~신갈동간 자전거도로 구축
●서정동~세교동간 자전거도로 구축
●정왕3동~정왕1동간 자전거도로구축
●비봉~향남간 자전거도로 구축
●대원동~중앙동간 자전거도로 구축
●녹양동~의정부1동간 자전거도로 구축
●회천동~양주동간 자전거도로 구축
●안성원곡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신분당선(강남~정자)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
●분당선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

●양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
●도촌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신둔천생태하천조성사업
●미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황구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
●회룡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양화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부담금
●안성천자연형개수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부담금(자체)
●지방하천개수사업부담금(지방채)

●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테마도서관 조성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발전 관계자 워크숍
●평생학습코칭지원
●청소년 학습코칭 지원
●대학생과 함께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구축

●경기55-63새출발 프로젝트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지원사업
●경기행복학습마을 조성 및 운영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경기창조학교 운영
●경기영어마을 운영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

●남한산성 둘레길 조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녹색성장 종합체험센터 건립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비위생매립지 정비
●소각장건설 원리금 상환

●광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소각시설 여열회수사업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농촌폐기물(농약병, 폐비닐) 수거 장려

철도사업 8개 사업 (도비 68,825백만원)
●의정부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경춘선(망우~금곡) 복선전철사업

하천사업 29개 사업 (도비 73,778백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기본계획수립
●굴포천임시배수펌프장운영비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점용사용료징수교부금
●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 사업
●양화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안월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송곡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복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부담금
●안산천생태하천조성사업
●노곡천생태하천조성사업

교육사업 42개 사업 (도비 29,151백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통합이용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
●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비 지원
●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
●경기행복학습마을 조성 및 운영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G-러닝사업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지원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평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통합이용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
●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비 지원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

환경사업 25개 사업 (도비 38,990백만원)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민간환경단체 환경역량 제고
●생태탐방로 조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도시숲 조성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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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카달로그 제작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
●저녹스버너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24.365 환경기술 지원
●그린캠퍼스 만들기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정사업 206개 사업 (도비 112,922백만원)
●창업농업인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컨설팅
●농산물마케팅 워크숍 및 교육
●친환경축산육성교육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동
●전문농업인육성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한발대비용수개발
●대구획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수리시설정비

●농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농업경영컨설팅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향토산업육성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경관보전직불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농촌관광마을홍보
●농촌관광마을주민교육
●농촌관광마을전시회참가
●체재형주말농장 조성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밭작물 브랜드 육성
●농식품산업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비료 지원
●2011.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인삼 명품화 사업
●선택형 맞춤농정
●보행관리기 지원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역특화사업(농산유통분야)
●수산시장 다목적경매장 건립
●해외시장 개척
●해외맞춤형 농산물 육성 보급
●농산물 브랜드 육성
●팔당클린 농식품 클러스터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액비살포비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가축분뇨자원화및물오염방지대책사업
●아름다운농장조성
●폐사축처리장비지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아마추어 연극제개최
●시군예술단체 사업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사업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사업
●도 무형문화재(단체) 전승지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문예회관 건립지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운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
●재미있는 만화.애니 개발지원
●만화.애니 강소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부천국제 만화페어
●만화 규장각 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지원
●안산 가족캠핑장 조성
●2011경기국제항공전 개최
●2011 경기레포츠페스티벌 개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노인보호구역 설치
●교통안전도시 조성
●교통안전취약지구 특별대책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
●저상버스 도입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문화사업 101개 사업 (도비 70,512백만원)
●2011 제야행사 개최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재보수정비(분권/지원)사업
●경기남부 역사문화콘텐츠 연구용역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전곡리 사문화체험관광벨트조성사업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국가지정문화재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아마추어 연극제개최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예회관 건립지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기타사업 176개 사업 (도비 3,734,85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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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국내전시회참가기업 지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R&D센터 건립
●경기과학축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장사시설 설치
●경로당 무료급식
●경로당 운영난방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저소득 노인자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자살에방센터 인건비, 운영비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중증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