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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현황

1천2백만 도민을 위해
37조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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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35,937백만원

■ 도 예산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나 (단위 : 백만원)
■인구 1,222만7천명(전국의 23.6%, 외국인 포함)
■세대수 457만3천세대(전국의 22.8%)
■면적 10,167㎢(전국의 10.2%, 수도권 전체의 86.4%)
● 수도권 정비권역 100%
●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교통·지역개발 31,589 (20.7%)

일반행정 38,034 (24.9%)

● 군사시설보호구역 24%

21%

● 개발제한구역 12%

■행정구역 31 시·군(27시·4군) 545 읍·면·동

산업·과학기술 5,906

(3.9%)

15조 2,359억원

■조직 3부지사(행정1·2, 정무), 4실, 13국, 95담당관·과, 3원, 14사업소, 소방(2본부 6과 1단 1반, 1소방학교, 34소방서)
■공무원 수 4만3,980명[경기도 8,996(일반 3,255, 소방 5,741), 시·군 3만4,984]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3,662명(전국 1,059명의 3.5배/2011년 11월말 기준/외국인 제외)
■예산규모 37조 6,774억원(2012년 당초예산, 시·군 포함)
● 도 : 15조2,359억원(일반회계 12조 939억원, 특별회계 3조1,420억원)

농림해양수산 5,015

(3.3%)

교육 23,076 (15.2%)

● 시·군 : 22조4,415억원(일반회계 16조1,815억원, 특별회계 6조2,600억원)

■기금조성 17개 기금, 1조 6,836억원

문화·관광 3,014 (2.0%)

사회복지·보건 37,985 (24.9%)

환경보호 7,740 (5.1%)

■재정자립도(2012년) 도 61.7%, 시·군 평균 50.3%

■ 회계별 총계 (단위 : 백만원)
경기도의 인구는 1,222만7천명으로 전국에서 23.6%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 수는 457만3천세대로 전국의 22.8%이다.
면적은 10,167㎢로 전국의 10.2%, 수도권 전체의 86.4%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기도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규제 대상지역이다. 수도권
정비권역 100%, 군사시설보호구역 24%,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21%, 개발제한구역 12% 등 곳곳이 규제에 묶여 있다.
행정구역은 31개 시·군(27시·4군), 545개 읍·면·동으로 나뉜다.
경기도청 조직은 도지사 외 3부지사(행정1·2, 정무), 4실, 13국, 95담당관·과, 3원, 14사업소, 소방(2본부 6과 1단 1반, 1소방학교,

회계별

2012년

2011년

증감(율)

합계

15,235,937

13,803,356

1,432,581(10.4%)

일반회계

12,093,911

11,066,031

증 1,027,880(9.3%)

특별회계

3,142,026

2,737,325

증 404,701(14.8%)

34소방서)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수는 4만3,980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공무원이 8,996명(일반 3,255명, 소방 5,741명), 시·군
공무원이 3만4,984명이다.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662명으로 전국 1,059명의 3.5배다.
04

05

경기도 예산규모는 37조6,774억원으로 도가 15조2,359억원(일반회계 12조939억원, 특별회계 3조1,420원), 시·군이
22조4,415억원(일반회계 16조1,815억원, 특별회계 6조2,600억원)이다. 총 17개 기금이 1조6,836억원 규모로 조성돼있다.
산업·과학기술(3.9%), 농림해양수산(3.3%), 문화·관광(2.0%)이다.
✽ 인구·세대수·면적 등은 ’11년 1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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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은 일반행정(24.9%), 사회복지·보건(24.9%), 교통·지역개발(20.7%), 교육(15.2%), 환경보호(5.1%),

2011년
주요성과

3월

도청內 꿈나무안심학교 개교
11일 도청內 생활관에 꿈나무 안심학교를 개교했다. 경기도는

March

대한민국의 미래인 꿈나무들이 무한한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복지1등·청렴1등·행정1등…

경기도, 공인 전국1등 지자체
2010년에 이어 2011년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한 해였다. 경기일자리센터를 활성화했고,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별 융자지원을 하는 등 도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 노인 일자리 지원 협약 체결(상공회의소연합회 등)
● 포천 신평3리 산업단지 착공
● 경기도-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약체결
● 을지대학부속병원 및 의정부캠퍼스 양해각서 체결
● 2010년 지자체 농식품수출평가 우수상 수상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 토지매입비 국비보조율 상향(60~80%  60~100%)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사회정책 서비스
최우수 전달체계’ 인증을 받았다. 한센촌, 사할린 동포 거주지 등 소외된 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한 경기 행복학습마을을
꾸준히 개관해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로써 행복학습마을 1호인 장자마을 행복학습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했다.

4월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를 도정 철학으로 내세운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한인의류협회장 등 LA 현지상공인과 섬유
관계자 등 교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도내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종합대상을 비롯하여 79개의 각종 상을

기업의 미국 섬유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 가동하였다.

수상하는 등 경기도가 명실공히 전국제일의 자치단체임을 확인한 의미있는 한해였다.

January

2월

● ‘무한돌봄’ 2011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09~’11년 3년 연속 수상
● 전곡선사박물관 개관
● 경기도 명의(名醫) 화상상담 개시
- 수원역 경기도청 민원센터
● 접경지역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
- 접경지역을 통일시대 新성장동력의 장으로 육성 계기

February

전국 최초 사할린 동포를 위한 평생학습관 개관

무한돌봄 경기사랑운동 전개

도내 대표적인 교육소외계층 가운데 하나인 사할린 동포를 위한

8일 한국일보 및 KB국민카드와 무한돌봄 경기사랑운동 업무

평생학습관이 25일 전국 최초로 파주 우정마을에 문을 열었다.

협약식을 가졌다. 무한돌봄 경기사랑 카드론 가입시 1계좌에
1만원과 사용액의 0.2%가 기금으로 적립되며 도내 소외계층에게
전액 사용된다.

April

경기도는 22일 경기북부지역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해외마케팅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경기도는 종합 청렴도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1월

미국 LA 경기섬유마케팅센터 개소

5월

대북 말라리아 방역물자 인도적 지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5월 23일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와

May

인천시가 공동으로 대북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지원하였다.

06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개소
● 경기전 임상분자영상 지원센터 개소
● 경기도의료봉사단 출범
● 2011 경기맘 D라인 패션쇼
● 경기도-MMDA(필리핀 메트로마닐라 개발청) 우호협력 체결

07

www.gg.go.kr

2012 Gyeonggi-do

● 도 무한돌봄센터 이전 개소
- 1. 18 경기도청 제2별관으로 이전 개소
● 다문화가정 무료법률 지원 시작
● 무한돌봄-도서지원 업무협약
●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1기 수료

● 2011 경기국제항공전 개최(5. 3~5. 10), 항공산업 저변확대
-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39개사 발굴, 43만명 관람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착공(광주)
● 안산 고향마을(사할린) 행복학습관 개관
● 다문화가정 동화책 지원사업 협약
● 남양주 행복학습관 개관

6월

June

전국최초로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 해소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 전국최초로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을
해소했다. 6월 30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용지 분담금 전출을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연도별 분할 전출로 도 재정여건을 개선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July

파주~서울 20분! 제2자유로 완전 개통

13일 제2자유로를 완전 개통했다. 5년 공기를 3년여로
단축하여 조기 개통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상암DMC~한류월드킨텍스~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및 파주LCD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개발 성장축으로
앞으로 경기 서북부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
●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 착공
● 평택·당진항 2단계사업 준공
● 자살예방사업 본격 시동
● 서민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8월

경기도-중국 장쑤성 우호협력 강화
26일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상호 간에 우호협력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장쑤성은 경기도의 26번째 협력관계 도시가 됐다.
양 지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인재, 환경보호, 관광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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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활성화 협약
● 서로좋은가게 1호점 개점
● 경기도-카자흐스탄 보건의료발전 MOU 체결
● 경기디자인페스티벌 2011 개최

September

아시아 최초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성공적 개최

9. 26~10. 5 10일 동안 팔당일원에서 제17차 IFOAM 세계 유기농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유기농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경기
도에서 개최해 경기도가 동아시아 유기농업의 허브로 자리잡아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온라인 커리어코칭서비스 2011년 UN 공공행정상 수상
● 경기국제보트쇼 개최(6. 8~6. 12), 글로벌보트쇼 입지 구축
- 현장계약 5,815만 달러(2010년 240만 달러)
- 보트쇼의 성공적 개최로 IFBSO(국제보트쇼연합) 인증 획득
● 민원전철 365카드 출시
● 경기도-대구시 상생발전 협약
● 경기도-전라남도 상호교류협력 협약

7월

9월

●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전부문 종합대상 수상
● KINTEX 제2전시장 준공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개관
●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9. 24~11. 22)
● 제3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9. 22~9. 28)
●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

11월

November

10월

October

신분당선(강남~정자)전철 개통

GTX의 축소 모델인 신분당선(강남~정자) 복선전철을 10월 28일
개통해 GTX 건설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10연패 달성
● 도로명 주소 전환 행정서비스 시작
●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개관
● 국토해양부 주최 ‘2011년 도시대상’에 대통령상 등 5개분야 수상
● 경기도 노인전문 평택병원 개원
● 민원전철 365, ISO9001 인증
●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주관 도 무한돌봄센터 사회정책서비스
우수전달체계 인증

12월

December

100번째 투자유치 성과달성

경기도 청렴도 전국 1위, 최우수기관 선정

14일, 미국 셀가드(Celgard) 사와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민선4기 이후 100번째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어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경기도는 종합
청렴도 8.73점으로 전국 시도평균 8.46점 보다 0.27점이 높은 점수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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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인증 및 대상 수상
● ‘무한돌봄’ 2011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 수상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도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 섬유종합지원센터 착공
● 경기도 노래 ‘난 여기에 있네’ 제작 발표

● 장자마을 행복학습관, 전국 평생학습대상 수상
● 2011년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블로그 최우수상, SNS 금상 수상
●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식품안전관리분야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준공
● 제9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개최
● 도시농업콘서트 개최
● 죽전~기흥 복선전철 개통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개원

2012년 도정방향

GTX-SOC-글로벌 R&D…
전략투자로 앞에서 끌고
201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인도, 일본 등 많은 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
국가 지도부 교체가 예정된 변화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남북관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북한정세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올해는, 고용여건이 비교적 좋았던 지난해(연간 취업자 40만명)에 비해 크게 부진한

복지-일자리-기업지원…
나눔과 지원으로 뒤에서 밀고

Gyeonggi-do

취업률(28만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가 발전해도 고물가와 전세난, 비싼 등록금, 고용불안, 준비되지 못한 고령화 속에 서민들의 희망이 자꾸만
작아지고 있다.
2012년 경기도는 1,200만 도민을 위한 ‘섬김행정’와 ‘경쟁력강화·도내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도정방향을

1

도민을 무한 섬기는 경기도 평생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

설계했다.
금년 경기도는 ‘무한섬김’의 복지도정, ‘일자리 제일’의 경제도정, 도내 낙후지역 개발을 우선하는 균형발전 도정,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도정, 문화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도정을 지향한다.
첫째,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한 분도 빠뜨리지 않는 무한돌봄의 촘촘한 복지 그물망과 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2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활동 지원

3

경기북부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발전

나갈 것이다.
둘째, ‘고용한파’가 예고된 2012년, 중소기업 지원과 규제개선, 대대적인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전국 최대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냄으로써 한국경제를 떠받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셋째, 60여년 분단의 그늘 속에서 규제와 낙후의 고통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그리고 상수원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동부를 발전시키며, 구제역을 극복하고 FTA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농업·농촌을
지원할 것이다.
넷째, 지식과 문화와 쾌적한 환경이 경쟁력인 시대! 경기도는 인생 3모작의 열린 평생교육과 매력 넘치는
10

4

환경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

문화·관광, 선진 환경, 편리한 도시공간, 아름다운 농산어촌 건설을 지향한다.
다섯째, GTX와 수도권의 인프라 확충, 글로벌 R&D 강화,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충 등의 글로벌 경기도를 향한

5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대도시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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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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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0 1 2 년

주 요 정 책

도민을 무한 섬기는 경기도 평생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		

경기도 복지온도는 365일 36.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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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도정철학으로 올해 경기도는
현장 중심, 도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01
02
03
04
05
06
plan

plan

plan

plan

pla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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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경기도 복지모델 정착
현행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등 경기도만의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여성·가족·이웃의 행복한 삶을 지원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등 여성, 가족, 이웃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계획이다.

도민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
언제나 민원실,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 민원전철365 등을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언제라도 찾아가 무한 섬김 자세로 현장행정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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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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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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lan

경기도의 1차 복지 그물망
경기도 +시민사회의 2차 그물망

경기도는 여성·가족·이웃 등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
여성ㆍ가족ㆍ이웃의 행복한 삶을 지원

따뜻한 경기도 복지모델 정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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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여성 인적자원개발과
다문화가정의 국내 정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무한돌봄사업 확대 발전

02
plan

”

제도권 밖의 위기가정 복지 사각지대 돌봄서비스
●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09~’11년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수상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민간복지 자원 발굴
● 희망스터디상 학습 및 도서지원
● 온라인 기부 및 카드 포인트 적립(인터파크, KB국민카드)
● 서민금융지원(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무한돌봄센터 유기적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사회복지전달 체계
● 30개 시·군 센터의 사례관리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중복지원 방지

꿈나무 안심학교 지속 확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의 표준모델로 발전
●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해소와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
● 저녁 9시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보육환경 조성
● 학교 안 38개소 51개 교실, 학교 밖 24개소 31교실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 확대

시·군 무한돌봄센터
A네트워크팀

지역복지관
시·군센터 컨설팅, 교육지원 등

아동센터

B네트워크팀

보건소

보육비 부담 완화 및 수요자 맞춤보육 강화
● 0~2세 및 5세 무상보육 실시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까지 보육지원 확대
● 영유아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보육 교사
● 일ㆍ
가정 양립을 위한 24시간, 0세아전용 어린이집 확대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일하기좋은 기업인증, 가족친화기업 만들기 컨설팅
● 연령단계별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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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정신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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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
●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확대
- 농·산·어촌 지역 초중고생 대상 이동형 체험교육
- 아동시설, 청소년 기관·단체 방문 교육
가정·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2개소)
● 여성·아동폭력피해자 응급 지원센터(3개소)
● 가정·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49개소)
장애아동·여성 피해예방 및 보호
● 장애아 특수학급(학교) 방문 체험 성교육
●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임신·출산지원 모자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암 검진 및 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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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이 안전한 경기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웁니다

도청은 도민이 언제나 찾는 곳
365일 도정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아동별 사례관리로 맞춤형
아동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 2012년 전 시군으로 확대(’11년 16개소→ ’12년 31개소)
● 저소득층에게 복지·
보건·보육·교육의 통합복지 제공
저소득 취약 청소년 지원사업 확대
●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4,317백만원)
● 학업중단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상담·심리치료
● 취약계층

청소년 자활 프로그램 두드림존 운영
●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CYS-Net)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도민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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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內 언제나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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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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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곁에 있는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언어·문화 소통으로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건강한 가족 지원

외국인주민 국내적응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확대, 통번역 및 상담 지원
● 다국어 소식지발간, 맞춤형 취업교실 운영
● 중도입국자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교육
이해와 문화소통 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
● 모국문화 행사 및 자조모임 지원
● 다문화가족 부부 행복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전개
●

 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여
시ㆍ군 여성회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직업훈련교육
●
직업상담-교육-취업을 연결하는 취업설계사 운영
취업여성의 경력개발 등 역량강화
● 경력개발 전문프로그램 구축·운영으로 취업유지 역량 강화
● On-off line 통합교육으로 연령·
지역의 취약성 극복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건강한 가정
●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육아 돌봄 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갱년기 여성(남성)극복 프로그램, 부부 교육프로그램 지원
●

연중 무휴 24시간 ● 도정상담 및 민원안내 등
● 트위터(twitter)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ggsmart120) 개시

도내 주요역사(수원역, 의정부역)에 민원센터 설치
● 일반민원, 일자리, 무한돌봄, 무료법률, 서민금융상담 등
전국 최초의 도와 시 공동운영 민원서비스 제공
● 부천역,

평택역 등 도내 주요역 민원센터 확대 설치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 민원전철 365

도민들이 계시는 현장을 찾아가 고충과 불편을 해결해 주는
섬김 서비스
● 농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 중심으로 운영
● 생활민원, 일자리, 복지·법률·부동산 상담, 의료서비스

도민들의 교통수단인 전철에서 민원서비스 제공
● 전철 1호선 중 서동탄~성북 구간(왕복)
● 직장인, 대학생, 서민 등 민원 즉석 해결
경기도와 철도공사가 협력해 행정서비스 극대화
● 기본상담 : 일자리, 복지, 생활민원, 건강상담, 금융 상담 등
● 부가서비스 : 무인민원발급기, 갤럭시탭, 아이패드, 수유실, 생수,
휴대폰 충전기, 양심도서, 와이파이존, 우수 농특산물 등

120 경기콜센터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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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문제인가요? 배우면 행복해요!”
배울 수 있는 기회, 당신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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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대학생 70개팀 학습대상 700명 예정

한센촌ㆍ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변화시키는 경기도만의 특화모델 지속추진
● 장자·다온마을 사례를 토대로 확대추진 및 지속지원(11개소)
● 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학습 환경 조성
● 단계별 주민희망 학습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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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은빛 도서 나눔이 교육 및 파견 확대

”

어르신들의 독서코칭교육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초급

독서코칭 교육실시(100명)
● 지역아동센터,

보육기관 등 파견(400개 → 500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중단 방지 및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다자녀(3인 이상) 둘째 이후
대학생,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
● 지원규모 : 15억원
※ 2011년 33천명 지원→2012년 40천명 지원 예정

고등교육 수요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유치
교육시설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반환공여구역

등을 활용 총 12개 대학 정상 추진 중
※ 동국대(2011년 개교), 예원예술대(착공),
서울대 등(MOU 체결 이후 행정절차 이행 중)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평생학습 인프라가 열악한 도내 병영에 대해 평생학습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 군 장병 취업연계 직업전문교육 실시(50명)
● 군간부 충효교육지도사 과정 운영(100명)
● 군 장병 예비 아버지 학교 운영(300여명)
● 군 장병 검정고시반 운영(100여명)

경기평생학습 도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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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의
질적 수준 향상 촉진
● 65개

대학 평생교육원과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 학습자

수요충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기도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 은퇴

예정자를 위한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재취업, 사회봉사, 은퇴후 자산관리 프로그램 운영(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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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홍수 등 각종 재난재해
경기도의 119 시스템은 빠르게 작동한다

군과 공조, 훈련 내실화, 안보 고취
국가비상상황 발생해도 흔들림 없다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현장 중심의 재난사고 대응체계 완비

“

민생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이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가는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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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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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3군 사령부·수도군단 간 공조체계 구축
국가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과
긴밀한 협조
● 경기도, 3군 사령부, 수도군단 Hot-Line을 통한
정보공유로 지역주민들의 동요 예방 등
● 접경지역 안보
·재난 상황 모니터링 CCTV 설치

안전과 환경이 양립하는 고품격 예방행정 전개

실전에 가까운 국가비상대비 훈련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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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연습(8월)
● 국지도발 대비 위기대응 훈련 실시
● 접전지역 주민대피 및 주민이동 훈련 실시
● 국가 비상사태 발생 대비 도 단위 실제훈련 실시
● 174여개 기관 2만5천여명 참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민·관·군·경 등 국가방위요소 통합 운용
● 각종 훈련 시 적극적인 지원

국가비상상황 발생 대비 자체 위기대응 능력 배양
비상상황 발생 대비 시·군 자체 위기대응 메뉴얼 발전
● 접경지역, 민통선 내 주민대피시설 확보
● 주민대피,

전재민 수용·구호, 구호물자 수송, 사상자 치료,
피해복구 등
●

빠르게 작동하는 선진적 재난대응체계 완비

20

안보교육 및 안보의식 고취
안보교육 강화
● 안보현장

체험형 민방위 교육, 비상대비 및 민방위 담당자
워크숍 등
● 현장체험, 월례조회, 경기포럼 및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등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 관람객이

직접 만져보고 탑승·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안보교육 활성화
● 군 보유 최신예 장비 및 재난장비 전시와 부대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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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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격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시·
도 연합 초광역 긴급대응시스템 본격적 가동

PART 2
2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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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하고, 대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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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육성자금, 신용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SOS시스템 등을 통해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G-창업프로젝트,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경영닥터 등의 사업은 기업 우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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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대비,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FTA의 종합적인 대비와 소상공인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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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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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잘 나가야 뿌리가 ‘튼튼’
창업에서 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

“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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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협력기업 시너지, 산업단지 활성화
반월-시화, 공장 신증설 확대된다

”

육성자금 1조원
신용보증 1조 2,000억원

“

석유화학, 바이오메디컬, 반도체 등 특화단지를 조성, 맞춤형 기업을 유치하여
대기업과 국내외 협력기업을 한데 아울러 유치, 일관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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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활성화

공장 신·증설 투자유치 활성화

137개소 1억2,009만6,000㎡
● 국가산업단지

4개소 5,173만7,000㎡
● 일반산업단지

132개소 6,824만2,000㎡
● 농공단지

1개소 11만7,000㎡
※ 전국 928개소 13억4,45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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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반월·시화 산업단지 활성화(고도화 사업)

공장입지 알선 및 투자애로 해결지원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G-창업프로젝트
청년 및 중·장년층 기술 창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비창업자 선발→공동창업보육(6개월)→운영비 및 특별보증
지원→창업보육센터 입주→벤처빌딩 입주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우수기술 사업화 및 미국시장 마케팅 지원
● 국내외

교육훈련 및 미국 바이어 발굴 수출협약체결
●
●

우량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기업애로 능동적 해소
기업SOS지원시스템
●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
●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령·제도개선 추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추진
● 기반시설(공장

진입로 등) 28건, 근로환경(노후기숙사 보수 등)
21건 지원

경영닥터
● 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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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가별 상관습 등 무역실무 교육실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신규바이어 발굴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경기우수상품전(국내·외)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통상 촉진단 파견
● 수출보험료,

해외규격인증, 수출기업 사후관리
전자무역 활성화
● e-프런티어기업

육성 400개사
● 전자상거래

지원 및 외국어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

일반현황
●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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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4,195개사
종사자 23만1,000여명(2011년 9월)
● 생산액

52조원(20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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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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종합지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 중산층, 전통시장 살아나게

현실에 맞지 않는 중첩규제 풀고
도민편익 위해 탁상행정 찾아 고친다

04

FTA 대비,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FTA의 종합적인 대비와 저소득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중산층으로 올라서도록 지원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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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실있는 FTA 종합지원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

FTA 경기도 대응체계 정비
FTA 경기도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
FTA 종합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FTA 대응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
농축산) 경기도 농업 발전기금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제약) 해외진출 및 신약개발 지원 등
섬유) 기술지원 및 연구센터 운영 등
농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유통개선, 생산성 향상, 경영지원, 수급안정 등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2개소)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강화
● 지역별·
업종별 설명회(72회, 2,020명), 컨설팅(37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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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9구인 9구직 9구하기, 프로시니어 실버
일자리 발굴단 운영, 맞춤형 일자리한마당 개최, 우수기업
홍보관 운영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역량제고
● 청년

일자리 취업지원 역점 추진
- 경기청년뉴딜사업(2,000명), 대학 1,500명, 전문고 500명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경쟁력 제고 : 50개소
●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 3개 시장
● 2012 사업 : 3개 시장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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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불편 개선을 위한 생활현장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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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연장 또는 상시법 존치 건의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plan

규제유예 만료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강구
●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 지방 창업·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 연장
※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2009년 7월1일~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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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우수(100만원), 장려(50만원),
입선(20만원)

국가안보 등 공익을 위해 희생한 낙후지역 규제개선
연천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동일하게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유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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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육성 강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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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에 부합한 사회적기업 육성
● 사업개발비 200개 기업, 2,348백만원
● 전문인력 58명, 870백만원
●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 지원(50억원 규모)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 경영, 회계, 법률, 마케팅 등 전문지원 프로보노단 운영(105명)
●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5개→14개 시·군)
●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등

창업·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 규모

: 3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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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소(수원, 부천, 안산, 고양)
● 효과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 물품 공급
● 유통

·물류·판매시설 건립 지원
● 2011년

4개 사업 50억원

PART 3
2 0 1 2 년

주 요 정 책

경기북부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발전

소외된 곳에서 희망의 땅으로
사통팔달 경기북부 집중 투자한다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과 산업기반 조성, 규제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
DMZ 주변에는 평화·생태공원, 역사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등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경기북부 지역을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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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SOC 확충
민자고속도로 조기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경의선, 진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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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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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DMZ 주변을 세계적
생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인도적 남북교류사업 지속 추진
개풍 양묘장 조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상호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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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 확충, 철도-전철 건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기북부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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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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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서울~문산 35.6㎞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 국도 확·포장사업 14개소 97.4㎞(공사 중 11, 설계 중 3)
● 국도대체 우회도로 6개소 46㎞(공사 중 6)
● 광역도로 건설 4개소 12.8㎞(공사 중 3, 설계 중 1)

경원선(동두천~연천, 20.3㎞) 전철화 사업 추진
● 기본계획 고시(’11. 11. 8),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교외선(능곡~의정부, 29.9km)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2011년 12월~2012년 4월)
의정부 경전철(장암~송산, 11.1㎞) 2012년 6월 완공 추진
대곡~소사 복선전철(9.5㎞) 민자사업 추진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2010년 7월)
● 협약체결(2012년 상반기) 및 공사착공(201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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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제2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 조 직 : 1본부 3팀 18명
● 마케팅, 특화산업 맞춤지원, 현장위주, 수출입 지원센터 등

”

섬유 신소재 개발 클러스터 지원
●

제품 기획·편집·염색·후가공 등 협력 클러스터 구축

섬유·가구산업 체계적 육성

남북철도 연장 복원
경원선(신탄리~철원, 5.6㎞) 472억원 2012년 개통 추진
● 노반공사 및 교량·터널공사 중(공정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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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경춘선(망우~금곡, 16.9㎞)
※ 2010년 12월 우선 개통
경의선(용산~문산, 48.6㎞)
● 노선공사 등 2012년 말 개통 추진(문산~성산~공덕)
별내선(암사~별내, 12.7㎞)
● 기본설계 추진(계획)
진접선(당고개~진접, 14.5㎞) 연장
● 국가철도망계획 반영(’11. 4. 4)
● 광역철도 신규 지정(2011년 12월 30일)
의정부·양주선(도봉산~양주 고읍 15㎞) 연장
●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2010년 4월~2012년 2월)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양주시 산북동 산 52-5번지(2009년~2013년)
● 연면적 1만5,104㎡(지상5층, 지하2층)
●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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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 염색

·피혁전용단지 : 2개소 67만3,000㎡(포천 신평3리, 연천
청산대전)
● 섬유

·가구 전용단지 : 2개소 211만7,000㎡(양주 은남, 포천 용정)

경기대진테크노파크 內 종합지원센터 운영
포천시 호국로 1007(대진대학교 內)
● 연면적 11,962㎡(지하 1, 지하 5층)
● 총사업비 : 1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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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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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행동 722-3(2011~2013년)
● 연면적 1만9,280㎡(지상 10층, 지하 3층)
● 총사업비 : 185억원(국비 90, 도비 45, 시비 45, 기타 5)
● 지역 섬유소재산업과 연계한 봉제산업 육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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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파주 등 주한미군 주둔지역
발전종합계획 세워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

DMZ 주변 문화·관광산업 육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체계적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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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DMZ, 전쟁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생태-녹색-역사가 숨 쉬는 문화공간으로 변신

”

체계적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라과디아 도로 개통 등 동서간 교통난 해소 추진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개발관련 부담금 감면 추진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
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등
동두천시 지원 18대 현안사업 추진
●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보상비 지원 등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개발하여 최초로 개통된 도로
개통일 : 2011. 10. 28
● 의정부시 동서간 교통난 해소로 낙후된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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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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 추진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 총 117개 사업 8조 2,014억원
● 반환기지 75건 6조 7,724억원, 주변지역 42건 1조 4,290억원
반환공여구역 내 주요시설 유치
● 대학교

: 을지대 및 부속병원(의정부 에세이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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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DMZ 생태 녹색·역사탐방로 조성

민통선을 달리는 국제적 대회로 육성(연1회 개최)
● 마라톤 / 7,000여명 참여
● 마라톤 선수, 일반주민, 미2사단,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함께 참여
(풀, 10㎞, 6㎞, 철책선 걷기, 애견달리기)

민통선 內 우수 생태·역사관광자원 탐방 코스화
● 체험코스 2개소 75㎞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17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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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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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경기평화통일마라톤 대회 개최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과 국제협조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사회참여 지원
인도적 남북교류사업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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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해 온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남북협력사업 지속 추진과 법정전염병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법정전염병 등 의료지원 사업 확대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결핵 등 북한에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는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사업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 영유아 이유식 지원, 동절기 연탄지원, 긴급 구호 등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지속 추진
기간/시기 : ’08년 이후 지속 / 6월~9월경
● 사업내용 : 방역물자 지원 및 남북 공동방역 실시
● 유충구제약품, 진단키트, 모기향, 임신부치료약, 방충망 등
※ 접경지역 광역지자체(인천 등) 협조를 통하여 방역효과 제고

DMZ 자전거 투어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DMZ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 초급·상급자 코스(약 18㎞)
● 매월 넷째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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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지원 등 자립기반 조성사업
농업협력사업, 산림녹화,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북한 인도적 지원 국제협조 강화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국제회의
● 시기 : ’12. 11월중
●
주최 : 경기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국제기구, 대북지원 NGO 등 참여

DMZ를 평화·생명·소통의 공간으로 세계적 관광명소화
● 지역문화예술과 연계 대표 문화상품으로 개발
● 파주·
고양 문화인프라를 활용 영상미디어 중심지역으로 육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34

35

www.gg.go.kr

2012 Gyeonggi-do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 정착 지원
● 지역적응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강화(사무관리직, 요양보호사,
영유아 보육교사 양성 과정 등)
북한이탈주민 사회참여 및 사회적 인식개선
● 북한이탈주민 성공비전캠프 및 문예창작대회
● 남북한 이주민 통일가족 만들기(결연행사, 워크숍)
● 청소년 우리문화 알아가기 한마당 등

PART 4
2 0 1 2 년

주 요 정 책

환경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환경과 풍요로운
문화유산 공유를 통해 삶의 질 높인다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 문화·산업·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공간과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농산어촌을 건설, 도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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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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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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보전을 추진하고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와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환경을 만든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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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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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근원인 깨끗한 물을 위해
8조원 들여 하천과 상하수도 정비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서해안 관광벨트화, 자연사박물관도 유치
전통(역사)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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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
=> 생태습지조성,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 팔당호 수질(BOD) : 좋음(Ⅰb)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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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산성 역사문화 유적지 조성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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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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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를 이용한 녹색 에너지·환경 정책 추진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으로 건천화 방지
● 부천시 등 4개시, 하수 방류수 재이용 11만4,000톤/일
(2011년4만5,000톤/일, 2012년 7만5,200톤/일 준공)
하수도 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
● 수원·굴포천·안산하수처리장
→ 하수열 이용시설, 잉여슬러지 전처리, 태양광발전 이용

한강수계 26개 시·군 기본계획 수립 및 수계환경 기초조사 추진
● 한강,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2013년 6월 시행)
진위천 유역 8개 시 시행계획 수립
●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2012년 상반기 시행)

생태계가 살아있는 맑은 하천 유지
샛강살리기 Project 2013 추진
● 팔당호, 경안천을 포함한 오산천, 굴포천 등 주요하천으로 확대
친환경적 생태하천 복원
● 고양시 벽제천 등 23개 시·군 36개소 생태하천 조성
경기도·민간기업 협력으로 생태하천 복원(매년10억)
영세 축산농가 기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환경공영제 추진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북부 역사거점 조성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경기북부의 역사·문화 명소화
● 부지 7만2,599㎡, 연면적 5,000㎡(지하1, 지상2)
● 상설·특별전시실, 수장고, 다목적강당, 교육·
체험 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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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발전
과학·체험·문화예술 융합의 복합문화시설으로 발전 추진
● 위치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번지 일원
● 주요시설 : 어린이체험전시실, 교육실, 강당 등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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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률 지속 확대
● 상수도 보급률 향상 : 2006년 92.3%→2012년 96.3%
농어촌 및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 평택시 등 20개 시·군(상수관로 147km)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복정(성남)·용인·안산 정수장 등

도민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어르신ㆍ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 복지시설, 5일장, 다문화ㆍ
새터민 등 소외계층 대상
● 음악,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공연
※ 2011년 184개 공연단체 참여, 800회 문화예술 공연
선발 공연단체들의 자발적 공연(나눔공연) 확대
● 문화소외지역 우선 방문,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 2011년부터 나눔공연 시작→2012년 확대추진 계획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 레크레이션, 요가, 댄스스포츠(15개소 15천여명)
맞춤형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확대
● 조정, 축구, 농구 등 종목 체육지도자 배치

자연환경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만들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미래를 준비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고,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보전

”

체계적 우수 생태계 보존·관리로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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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8분야 73과제) 추진
●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 환경기초시설

탄소제로 계획 수립
탄소 포인트제 활성화
● 기후변화·

녹색체험관 건립
●

도민들의 수요가 높은 생활체육시설 건립

여가활용 및 체육활동을 위한 야외 체육공원 조성

수영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 9개소 / 135억원(국비 69억원, 도비 66억원)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여가 및 체육활동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체육공원 확충(5개소)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철저한 관리로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 예방
● 침출수

수거 강화
● 2,265개소

책임관리제 및 정기 점검

●

「저탄소 그린캠퍼스」 만들기 등

환경성 질환 예방·치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안전한 경기도 조성
● 환경성

질환 예방·치유센터 설립
●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확대

생활 폐기물 활용, 주민편익 시설 설치
소각 여열 에너지 자원화 및 친환경적 공간 조성
● 수영장,

축구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으로 주민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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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신도시 건설
‘경기도 부동산 포털’ 서비스 제공
자족 기능 갖춘 테마형 도시공간 조성

“ ”

경기도만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역사·문화 등)과 자족성을 갖춘 ‘세계적인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명품신도시 건설

자족성을 갖춘 살기좋고 아름다운 광교신도시(1,130만5,000㎡)
● 2011년 본격적인 입주에 따른 입주지원서비스 제공
- 입주 종합상황실 및 현장 민원실 설치·운영
- 입주가이드북 배포
2012년 말까지 기반시설 공사단계별 준공
교통·산업·경제·교육 중심의 동탄2 신도시(2,401만4,000㎡)
● 특별계획구역(7개) 기본계획 수립
-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신주거문화타운,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등
● 시범단지 부지공사 착공(2011년 4월)
한미문화가 공존하는 고덕국제신도시(1,351만6,000㎡)
● 지장물 보상착수(2011년 12월)
※ 토지보상 97%(2011년 12월 현재)
●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2012년 6월)
●

도로명주소 생활속 정착 추진

저소득층 전·월세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각종 안내시설에 도로명주소 반영 및 시설물 확충으로 주소
활용 여건 개선
● TV
 ·신문 등 인지도 높은 홍보방식과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2,000만원 이하 전·월세 무료중개
서비스 제공
● 도내 중개업자가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 경기도청 홈페이지
● 도민생활정보-부동산중개업-기초생활수급자

전월세 이사
돌봄 사업

●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사업 추진
주민의 뜻을 반영한 맞춤형 뉴타운사업 지원
● 사업추진 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 극대화
● 기반시설 및 주거복지시설 건설비용 공공지원 확대
● 주민반대 구역 조기 사업해제(존치) 및 마을만들기 사업 검토
공공의 역할강화 방안 마련
● 주민권리 보강을 위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
보급
● 정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공관리제 추진
※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 10개시 17개 지구

충분한 자족시설 및 녹지·공원 확보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차별화된 밀도 배분 추진 <역세권(고밀), 주거 생활형
(중밀), 환경보전형(저밀)>
● 시범지구 (하남미사, 고양원흥) : 택지 조성 및 건축공사 착공
● 2차 지구 (부천옥길·
시흥은계·구리갈매·남양주진건) :
지장물조사 및 보상추진
● 3차 지구 (광명시흥·하남감일·성남고등) : 지장물조사 추진
● 4차 지구(하남 감북) : 지구계획 수립
● 5차 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 : 지구계획 수립

「경기도 부동산 포털」 서비스 확대 발전
한 번 클릭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원스톱 제공
● 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가 서비스 확대 제공, 부동산 안내
시스템 키오스크 도 및 시·군 민원실 확산, 각종 스마트폰
기기 앱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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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주요성과 지표

G마크 브랜드 가치 더 높이고
해양레저 이끌 경기만 마리나도 개발

분야

생명, 건강, 매력이 어우러진 농·산·어촌 건설

“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3개 권역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60개 마을
● 체재형주말농장조성 22개 마을
● 수목원·휴양림 조성 운영 59개소

친환경 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

135

150

증감(%)
11.1

백만불

583

1,779

205.1

개

170

227

33.5

신재생에너지 보급
경기국제보트쇼 현장계약

MW
만불

5
240

20
5,815

300.0
2,322.9

주택보급률
주택공급(2011. 11월말)

%
호

96.5
143,551

100.1
90,348

3.6
△ 37.1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토지거래허가 해제 면적

세대
㎢

3,364
1,890

14,409
1,309

428.3
△ 30.7

무한돌봄지원 소득기준 인상(4인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4인가구 기준)

천원
천원

2,317
1,439

2,447
1,495

5.3
3.9

외국인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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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명
일자리 창출

”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친환경 G마크 농산물 공급 확대 : 90% 이상
● 도 내 농산물 지급률 확대 : 55% 이상

경제투자

도시주택

●

보건복지

자치행정

G-창업프로젝트 창업

도지사가 인증하는 고품질 G마크 농특산물

소비자와 함께 하는 경기축산G-Festival개최

고품질 브랜드 가치창출을 통한 도농 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 280개 인증업체 / 연매출액 1조 3천억원 달성
● 소비자 인지도조사 1위, 전국브랜드대상 3년 연속 수상

축산물브랜드 전시·판매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우수한 우선발대회와 도시민의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추진
※ 2011년 실적
● 2011년 10월 7일~8일 / 수원월드컵경기장 원형광장
● 관람객 : 1만여명 / 1억 3천만원

교통건설

기획조정

장애인 공공일자리

명

865

1,506

43

명
천명

41,333
25

51,757
28

20
10.7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상담
민원전철 365 민원상담

건
건

4,323
1,949

34,011
35,269

786.7
1,809.6

언제나민원실 민원처리 실적

건

138,959

219,579

58

만족도
억원

91.7
69,075

98
64,052

6.3
△ 7.2

명
천명
대

54
1,534
80

53
1,825
92

△ 1.9
19.0
15.0

44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광주시 실촌읍 삼리 / 연면적 25,051㎡
● 연인원 7,730명 고용창출, 생산유발 효과 4,790억원

교통안전지수

점

72

73

1.4

일반직공무원 1인당 주민수
소방직공무원 1인당 주민수

명
명

3,696
2,127

3,658
2,074

△ 1.0
△ 2.5

190/48,262
-

208/60,320
11/1,970

9.5/25
(신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투자 현황
첨단업종 조정에 따른 신규투자 현황

개소/억원
개소/억원

720
408

821
438

14.0
7.4

범 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만대
만매

860

41
2,000

전국 1위
132.6

미세먼지 농도 개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
대

58
5,975

56
6,629

△ 3.4
10.9

G마크 농산물 판매액
농식품 수출액

천억원
백만불

10
470

12
520

20.0
10.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천명

228

484

112.2

우수축산물학교급식
산업재산권 및 실용화기술 개발(농업기술원)

천명
건

1,359
110

1,607
114

18.2
3.6

여성가족

일하기 좋은일터 인증
여성 구직자 취·창업율
보육료 지원

개
%
천명

10
58.2
205

29
61.0
239

190.0
2.8
16.4

인재개발

공무원 집합교육과정 이수
공무원 사이버교육 참여
외국공무원 연수과정 이수

명
천명
명

7,285
115
59

8,354
150
70

14.7
30.4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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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화재피해 사상자 저감율
도민 소방안전교육 실시율
노후소방차 교체율

횟수
천명

농정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으로 관련 산업 발전 및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2020년까지 전곡항 등 4개소 (1,092척) 개발
● 전곡항 마리나(192척) 개장 운영 중
●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성공적 개최 기여

2011

찾아가는 문화활동 개최
경기국제항공전 관람객

문화체육
관광

환경

해양레저를 선도하는 경기만 마리나 개발

2010

장애인연금 수혜자
노인일자리 창출

도청 민원실, 수원역 민원센터 만족도 조사
도세 세입징수 실적
소방

단위
천명

PART 5
2 0 1 2 년

주 요 정 책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대도시권 조성

세계와 경쟁하는 미래를 향해
우리는 ‘GTX’ 타고 ‘메가시티’로 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 급부상하는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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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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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건설

“

GTX 3개 노선 동시추진으로 수도권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를 혁신해 경기도를 베이징과 도쿄를
능가하는 아시아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경기도가 건의한 GTX 3개 노선이 국가 추진
사업으로 확정, 차질없는 추진

”

경기도의 노력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11. 4. 4)
● GTX 사전환경성 검토 등 용역추진(’11. 9~’12. 9)
● GTX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11. 11~’12. 상반기)
●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12년 국비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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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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소)
● 해상풍력(200Mw) 및 발전용 연료전지(60Mw) 개발
● 공공기관 유휴지 태양광 설치(1.7Mw)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82톤/일)
● 그림홈 100만호 보급사업(31개 마을)
청정 에너지 공급확대 지원
● 도시가스의 지속적 공급 확대 : 15만8,000가구,
404㎞(예상 보급률 : 83.5%)
● 소외 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102개소 7,472 가구)
● 취약 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15%) ⇒
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등
※ 844.25원/㎥ → 720.75원/㎥(123.5원/㎥, 15% 할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GTX 포럼 운영 및
세미나 개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공공투자관리센터) 협력
●

민간·정부지원 도입장 적극 반영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기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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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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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산업 육성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

48

GTX 거점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구축으로 편리한 환승체계 마련
● GTX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구축
● 일반철도역 복합기능 환승센터 연차적 구축
●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Green-All 지원
●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100만원/건), 수수료(50%) 지원
● 녹색인증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내·
외 판로개척 지원
LED 태양광 부품소재기업 상생협력 지원
● LED 산업협력협의회, 태양광 기술협의회 구성
● LED 태양광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 협약 체결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
3조원의 사업비를 투자, 약 1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 파급효과 포함시 10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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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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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항공전 확대 발전

판교와 광교의 테크노밸리 내실화
투자유치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인 항공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경기도 대표 관광자원화
● 산업ㆍ
교육ㆍ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로 항공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잠재수요 창출
● 에어쇼, 산업전, 항공기 전시, 교육ㆍ
체험, 부대행사

글로벌 R&D 조성 및 투자유치전략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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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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기국제보트쇼 위상 강화
(산업화) 연관분야와 함께 개최하여 전시회의 시너지 효과 제고
●요
·보트(완성+부품), 스쿠버다이빙, 캠핑 등 Outdoor 연계
(국제화) 선진국 해양협회와 교류 강화로 유망기업 유치 촉진
● 미국해양협회(NMMA)

MOU 추진(’12. 2), IFBSO(국제보트쇼연합)
및 ICOMIA(국제해양산업협회)와의 교류 강화
(대중화) 재미와 교육이 함께하는 체험기회 제공
●중
 ·
고생 등 청소년 및 해양레저 관련 단체가 함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신성장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

사업개요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2011.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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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0년 3월~2012년 3월), 산학연R&D센터(설계 및 공사추진
: 2012년 1월~2014년 10월)
잔여용지 공급추진 : 12필지 7만6,351㎡
● 일반연구용지 7필지 5만7,758㎡,
주차장용지 3필지 1만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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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10만8,000㎡), 아시아 7위 규모에 걸맞은
중·대형 산업전시회 중점 개최
전시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참가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 경기도 대표 전문·산업전시회 육성 지원 등
컨벤션산업 활성화 경기 컨벤션 뷰로 설립(2011. 8월)
● 국제회의 컨벤션, 인센티브 투어 등 유치·
개최 지원
●

광교테크노밸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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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조성비 5,166억원, 부지 28만5,251㎡, 연면적 22만3,440㎡
입주기관 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단지 활성화
● 통합홍보 및 시설관리, 기업지원 정책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단지지원시설 확충 등
광교 도시지원시설 자족기능 유치 및 활성화
● 도시지원 3지구, 2만515㎡, 도시지원 7~10지구
10만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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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사업 마무리

편리한 버스 인프라 구축

광역적, 종합적인 교통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 14개 109.39㎞
● 지방도 확·포장 : 46개 268.3㎞
● 광역도로 : 8개 24.2㎞

버스 이용이 편리하도록 대기시설 개선
● 주요 환승 거점 정류소 25개소

●

”

국도대체 우회도로 : 2개 10.4㎞

합리적 버스노선 조정 및 운영
교통수요 및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조정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서울 출입 직행좌석형 157개 노선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대량·대중교통수단인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 신분당선 등 8개 사업 212.5㎞
● 서울지하철 연장 신규 추진(진접선 등 3개 사업 35.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100대 신규도입 및 230대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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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철도 건설 지원
일반철도 건설 지원을 통해 국가 간선철도망 조기 구축
● 중앙선(덕소~원주) 등 14개 사업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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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시흥선 등 10개 노선 신규 검토

광역버스 노선 확충
신도시 입주민 광역통행 편익 도모
● 11개 노선 131대

철도 고속화 추진
52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한 도로교통체계
구축 추진
●

인천공항-강릉 간 동서고속도로망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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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택시 총량제 수립
● 택시경영서비스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택시요금 카드결제 이용 활성화 지원 등
● GG 콜택시 내실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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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중인 서해·문경선 250~270㎞/h급으로 고속화 검토

진정한 지방자치 도약의 해,
자치 역량강화 초점

지방자치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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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을 진정한 ‘지방자치 도약의 해’로 거듭나고 경기도만의 특성을 가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과감한 지방분권과 이양만이 21세기 동북아시대에 걸맞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방안입니다”

재정기반 확충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 국세 : 지방세 = (현) 8:2→(개선) 6:4
● 지방소비세율 인상 : 부가가치세의 5%(2011)→10%(2012)
● 시화조력발전소(5억5,200만kwh)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재정조정기능 개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하 : 보통교부세의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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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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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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체성 확립
경기도 가치 바로 알리기를 위한 ‘경기도 최고’ 발굴
● 도내 모든 분야의 유·무형 최고 가치 발굴과 최고기록
경기도민을 선정, 홍보를 통해 경기도민 자긍심 도모
● 2011년 유·무형 최고가치 22건 발굴, 경기인물 17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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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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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포럼 등 토론회를 개최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정치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합리적 개편을 위한 협력 추진
● GRI와 연계, 논리체계 구축 및 대응전략 마련
● 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자치단체협의체와 협력·대응 방안 모색
※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16개 시도 228개 시·군·구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자치경찰제 도입

주요 도정현황(사업별)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 3,582,420백만원 (도비990,018백만원)

즐겁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 3,060,499백만원 (도비2,427,386백만원)

1. 서민·취약계층 도민을 무한섬기는 맞춤형 복지 강화

11.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선도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지원

●자활지원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노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공공보건기관 기능 강화

●건강증진·예방접종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지원

●도립공원 조성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후변화대응 추진기반 구축

●쓰레기 매립·소각시설 설치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구축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평택지역개발사업

●뉴타운 사업 추진

●지적 행정 및 부동산 포털 서비스 선진화

12.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
2.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저소득아동 지원 및 아동보호

●위스타트·드림스타트 마을 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3. 행복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조화로운 사회조성

13. 맞춤형 도시 및 주택 건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예방

●성매매 근절대책 사업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취업 전문교육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14. 교육기회 확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운영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지원

●외국인 주민 사회적응 지원

●교육재정부담금·지방교육세 전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학교급식지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활안전 확보
●통합상황실 구축

●소방관서 신축·이전

●소방차량 보강

15.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 및 3대 체전 성공 개최

●열화상카메라, 입체화재대응시스템 구축

●유사석유 판매주유소 점검장비 구입

●소화전 설치 등 소방용수시설 보강

●소외 계층 및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시설 확충 및 복합문화 공간화 추진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소외계층이 배려된 생활체육 활성화

●우수체육선수 육성, 체육진흥사업

●3대 체전 개최

●종합훈련시설 건립

5. 365일 언제나 열려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365언제나 민원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여권민원 서비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 지원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

골고루 잘 사는 기반 확충 : 1,355,962백만원 (도비784,049만원)
6.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경기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활성화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서민금융 햇살론 지방비 부담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지원

7.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 추진
●DMZ 일원 관광 활성화

●접경지역·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군관 협력사업

●6·25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조성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

8.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
●교통안전 도시조성 및 위약지역 특별대책추진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 운영관리비

●버스 재정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보지원

●수도권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지원

●공영버스 구입 및 결손금 지원

●농어촌공영버스 및 심야버스 운행결손금보조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구축

●시군 및 민자도로 지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CCTV설치

●자전거도로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회전교차로 설치,교량 내진보강

9.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확대 지원
56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재해위험지역 정비

●수해상습지개선

●하천환경조성

●지방하천개수·소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16.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경기신보 재정보증·중소기업 자금 출연

●중기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G-창업 프로젝트 추진

●외투기업 전용임대 단지 조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출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농어업생산기반구축 및 재해예방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소득보전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충

●고품격 농·특산물 육성 및 제공

●안전한 축산물 공급

●녹색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양성

●관광마케팅 및 해설사 운영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콘텐츠 창조기업 일자리 창출

●만화·애니 및 영상산업 육성

17.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18. 세계와 경쟁하는 친환경 선진농업 육성

19. 관광 및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대비 투자 : 539,157백만원 (도비528,389백만원)
20.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전시회 개최·참가 지원

●공공기관 운영 및 연구개발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전략산업 및 기술주도 기술개발사업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조성

●그린홈 100만호(그린빌리지) 보급 지원

●경기평택항만 운영 활성화 지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운영

21. 미래지향적 녹색교통망 구축
●부천 지하철 7호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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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한 재해예방 투자 확대

활기찬 지역경제 환경 조성 : 615,740백만원 (도비277,781백만원)

주요 도정현황(대상별)
노인

여성

52개 사업 624,990백만원 (도비 115,167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 노인양로시설운영
● 경로당 운영난방비
● 노인복지관 운영비 ●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 노인보호구역 설치

107개 사업 44,588백만원 (도비 17,626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추진

●

●

●

●

아동

학생(중·고·대)

8개 사업 (도비 1,995백만원)

47개 사업 89,193백만원 (도비 48,206백만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아동보호시설 지원

●

창의·인성체험 교육기부사업 드림ㆍ위스타트 사업

●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학교안·밖)
●

주요 도정현황(시ㆍ군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아이돌보미 지원 ●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

학생(중·고·대)

장애인

24개 사업 (도비 9,701백만원)

110개 사업 282,969백만원 (도비 89,497백만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 평생학습대학생 코칭파견사업
● 청소년 학습코칭지원
●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협력사업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학습사업
● 남북한출신 청소년 우리문화알아가기 한마당
●

장애수당 ● 장애인 연금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 ● 장애아 재활치료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 장애인 단체지원
● 수화통역센터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

농·어업인

다문화

31개 사업 13,631백만원 (도비 5,806백만원)

●

영·유아

36개 사업 1,082,592백만원 (도비 448,692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저소득, 다문화가정, 장애아, 만5세아 등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교재교구비,차량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확충,환경개선
●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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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개 사업 301,788백만원(도비 58,117)

● 지방하천

성남시

174개 사업 194,616백만원(도비 30,735)

● 여수천,

고양시

181개 사업 232,342백만원(도비 43,785)

● 고양화전~신사

부천시

130개 사업 316,239백만원(도비 56,787)

● 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용인시

166개 사업 198,580백만원(도비 50,193)

● 신갈~수지간도로확포장공사(영덕동~보정동) ● 도지역개발기금

안산시

218개 사업 225,963백만원(도비 26,850)

안양시

91개 사업 124,180백만원(도비 13,385)

정비(수원천 )

● 사회간접자본확충

동막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광역도로건설

● 경기국제보트쇼

●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국도39호선

도로개설

개최지원

융자원리금 상환

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

● 하수처리장

● 수산종묘

의정부시 154개 사업 153,329백만원(도비 28,892)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원금

월동난방비

●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개설사업 ● 백석천

평택시

210개 사업 290,266백만원(도비 93,534)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흥시

104개 사업 134,065백만원(도비 26,858)

● 국도39호선

우회 도로개설(지역개발기금)

화성시

131개 사업 150,701백만원(도비 2,169)

● 지방하천개수사업 ● 간판이

광명시

62개 사업 74,705백만원(도비 8,304)

● 안터길

파주시

173개 사업 241,033백만원(도비 64,867)

군포시

65개 사업 64,617백만원(도비 11,671)

●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광주시

36개 사업 29,350백만원(도비 16,857)

● 새터교 재가설 공사 ● 무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김포시

155개 사업 129,515백만원(도비 36,777)

● 광역도로사업 ● 자연재해위험지구

이천시

198개 사업 189,102백만원(도비 21,547)

● 지방하천개수사업 ● 지방하천정비사업

구리시

65개 사업 113,185백만원(도비 9,590)

양주시

186개 사업 230,969백만원(도비 73,174)

안성시

177개 사업 114,355백만원(도비 23,794)

포천시

66개 사업 55,985백만원(도비 26,211)

오산시

97개 사업 71,417백만원(도비 26,874)

하남시

55개 사업 84,940백만원(도비 52,003)

의왕시

58개 사업 38,854백만원(도비 8,403)

여주군

163개 사업 123,943백만원(도비 21,741)

● 진위천

원금상환

매입 방류사업

● 수암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 ● 기초생활보장노인

남양주시 294개 사업 222,633백만원(도비 46,469)

확충(에너지자립화)

도심하천 복원사업

생태하천 정비사업
● 방산로

확포장 공사

아름다운 거리조성

●

193개 사업 457,882백만원(도비 152,454백만원)
창업농업인 교육 ●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 농업경영컨설팅 ● 다용도축분처리장치 지원
● 향토산업육성 ●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 선택형 맞춤농정 ● 축산전문가 컨설팅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 전문농업인 육성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농가도우미지원
●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 대구획경지정리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지표수 보강개발
● 수리시설정비 ● 농로확포장
● 소규모용수 개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언어발달, 이중언어)
●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 외국인주민 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 이민정책연구사업 지원
●
●

소상공인

9개 사업 26,438백만원 (도비 11,016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서민금융 햇살론 지방비 부담
● 영세 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

중소기업

21개 사업 45,011백만원(도비 44,027백만원)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 동서녹색평화도로 ● 사회간접자본확충

도로개설공사 융자원리금

26~29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 하천시설물

정비보수 사업

● 국공립어린이집
● 경부선철도횡단
● 감일~초이

확충

● 유양천

도로개설

● 사회간접자본확충

광역도로공사

과천시

28개 사업 14,932백만원(도비 3,195)

가평군

108개 사업 81,256백만원(도비 17,989)

연천군

135개 사업 108,523백만원(도비 32,045)

● 단석-명성

개수공사)

복원 공사

도로확포장공사

공사

● 배수펌프장

정비·보수사업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 양서도시계획도로(중2-1호)

● 지방하천개수사업 ● 추사박물관
● 청평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융자원리금 보조)

● 지방하천정비사업(덕풍천

●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 하봉암동

115개 사업 123,488백만원(도비 28,563)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생태하천복원사업

● 건장~은봉(군도2호)도로확포장

양평군

용량보강 및 증설사업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자작리유적지

● 청계천정비 ● 오전천(생태)

동두천시 131개 사업 106,611백만원(도비 48,040)

● 생태하천복원사업

정비사업

● 하천제방정비사업 ● 수택아천빗물펌프장
● 7.

융자원리금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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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공사

개설 ● 지방하천개수사업(승안천개수사업)

●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진입도로 개설

●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

주요 도정현황(시ㆍ군별)은 주요사업만 간추린 것으로 시·군별 도비 지원 규모와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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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Gyeonggi-do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 경기신보 재정보증 및 중소기업 자금출연
● G-창업 프로젝트 추진 ●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 전시 컨벤션산업 지원
●

확.포장 공사

한 눈에 보는 2012 경기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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