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은 행정서류만 떼는 곳이 아닙니다.
도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찾는 곳입니다.
내일을 위한 꿈을 실현할 때도 찾는 곳입니다.
경기도청의 온도는 도민의 체온과 같습니다”

도민을 섬기는
2013 경기도정
2013 경기도 이런 일을 합니다
일자리ㆍ경제1등, 복지1등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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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현황

1천2백만 도민을 위해
38조원 쓴다

■인구 인구 1,236만5천명(전국의 23.8%, 외국인 포함)
■세대수 세대수 463만2천세대(전국의 22.9%)
■면적 10,171㎢(전국의 10.2%, 수도권전체의 86.1%)
● 수도권 정비권역 100%
●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3%

22%

● 개발제한구역 12%

■행정구역 31 시·군(27시·4군) 547 읍·면·동
■조직 3부지사(행정1·2, 경제), 4실, 13국, 109담당관·과, 3원, 12사업소, 소방(2본부 6과·담당관, 1단, 1실 , 1소방학교, 34소방서)
■공무원 수 4만5,382명[경기도 9,509(일반 3,330, 소방 6,179), 시·군 3만5,873]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3,625명(전국 1,042명의 3.5배/2012년 11월말 기준/외국인 제외)
■예산규모 38조 6,410억원(2013년 당초예산, 시·군 포함)
● 도 : 15조 5,676억원(일반회계 12조 5,424억원, 특별회계 3조 252억원)
● 시·군 : 23조 734억원(일반회계 17조 3,247억원, 특별회계 5조 7,487억원)

■기금조성 17개 기금, 1조 6,700억원
■재정자립도 도 60.7%, 시·군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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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세대수·면적 등은 ’12년 1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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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676억원

■ 도 예산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나 (단위 : 억원)

교통·지역개발 27,727 (17.8%)

일반행정 39,273 (25.2%)

산업·과학기술 5,209

15조 5,676억원

(3.4%)

농림해양수산 4,720

(3.0%)

교육 24,065 (15.5%)
문화·관광 2,698 (1.7%)

사회복지·보건 44,954 (28.9%)

환경보호 7,030 (4.5%)

■ 회계별 총계 (단위 : 억원)
회계별

2013년

2012년

증감

합계

155,676

152,359

3,317

일반회계

125,424

120,939

4,485

특별회계

30,252

31,420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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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요성과

일자리ㆍ경제1등, 복지1등 ...

공인 전국1등 지자체 경기도
경기도의 2012년은 도의 미래를 가늠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은 해였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100조 규모 투자 유치가 확정됐고, 수인선, 중앙선 복선철도 등 모두 6개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서
新철도시대를 개막했다. 뉴욕 경기섬유마케팅센터 개설 등 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이끌 섬유산업 분야 육성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스마트 식물공장 등 농업분야 신기술이 해외에서 주목받았다. 또한, 전국 일자리 창출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11만 4천개(‘12년 10월말 기준)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12년에도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이어갔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를 도정 철학으로 내세운 민선5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을 발전시켜 행정안전부
주관 2012년 민원개선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2008년 전국최초로 시작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무한돌봄
사업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의 자세로
도민에 대한 무한 섬김을 생활화하여 2012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명실상부하게 2012년에도 일자리ㆍ경제1등, 복지1등
총 63건을 수상하는 등 각 분야의 성과를 확인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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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통역요원 및 법률상담위원 위촉

경기도 - 터키 이스탄불주 우호협력 MOU

외국인 주민의 민원해결과 권익 향상 등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21일 경기도와 이스탄불주는 우호협력을 체결 했다. 이로써,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태국, 필리핀어 통역요원과 신임 법률

국제적인 무역도시인 이스탄불과의 경제 문화적 교류 활성화에

상담위원을 위촉하였다.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MOU

● 경기도 - 유니시티 인터넷셔널社 DMZ 파트너십 MOU

● 오션레이스 개최지원 MOU
● 일본 이데미쯔코산 투자유치 MOU
● 섬유업계 대표자 간담회

● 한국 비무장지대와 독일 그린벨트 활용 MOU
● 경기도 - 테스코 물류시설 투자협약
● 공공 일자리 사업참여 근로자 이동건강검진 업무협약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섬유분야 활용 증진 방안 등

●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착공

3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출범

March

29일 직접 찾아가서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출범했다. 출범한 이래 ’12년 말까지 총 178회를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성동 마을 개봉영화관 개관
● 정보소외 계층 정보이용 환경 MOU
- 참여기업 :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 장애청소년 일자리 창출 MOU
- 경기도  마사회
●남양주 성생마을 복지관 및 간이 양로원 준공

4월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개소

April

18일 의정부역 서부 광장에 새롭게 단장한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로써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
● 아이사랑 유아사랑 방 개소
- 의정부시 소재 경기북부 보육센터 빌딩
● 북한이탈주민 통일가족 결연
● 농식품 수출확대 및 식품산업 활성화 MOU
- 경기도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 중국 바이오스틸社 투자유치 MOU

5월

2012 경기국제보트쇼 개막

May

30일 화성 전곡항에서 2012 경기국제보트쇼&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개최 하였다.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지속
적인 해양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 물가안정 우수사례 발표회 대통령 표창 수상
● 저소득 가구 주택수리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  LH  경기광역자활센터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BEST 10 지정
●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
-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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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산업 해외마케팅으로 미국 섬유시장 진출 지원

6월

June

수인선 오이도~송도 구간 복선전철 개통

’95년 운행을 중단했던 수인선이 다시 개통했다. 역사 속의
협궤열차(’37~’95년)는 복선전철로 다시 태어났다. ’12년 6월
오이도~송도 구간부터 개통하고, ’15년 말 수원~인천 모든
구간이 개통한다.
● 아리랑 아라리오 페스티벌 개최
● 산업단지 우편서비스 업무지원협약
● 이천 패션물류단지 호텔조성 MOU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
● 지자체 최초 창의·인성 교육나눔박람회
- 90개 기관참여, 학생 및 학부모 등 16,442명 참관
● 동원자원 조사분야 대통령기관 표창
● 경기북부 새일지원본부 개소

7월

July

평택 고덕산단 분양계약 및 지원협약 체결

31일 삼성전자에서 평택 고덕산단 분양계약 및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100조 규모 투자
유치가 확정됐고 30,000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경기도콜센터 외국어 통역서비스 지원업무 협약
● 경기도 일자리센터 수원역 상담실 개소
● 홀몸노인 무한사랑의 선풍기 전달
● 고교생 창의 인재 양성 5개 대학 합동 MOU
● 양주시 소재 경동대학교 기공식
-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입지(지방대학이전
특례)하는 최초의 4년제 대학
● 도시철도(의정부 경전철, 송도~장암) 개통

8월

August

2012 경기기능성 게임 페스티벌 개막

31일 성남시청에서 2012 경기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을 개막
했다. 이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수출촉진 등 게임
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폐휴대폰 매각대금 기탁
- 1억 5천 9백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 2012 안보재난 장비 전시회(8. 20~8. 23)
● 사랑의 보청기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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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으로 보청기 구입, 보훈 대상자 15명에게 전달
● 경기도 도로 환경 감시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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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September

10월

October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

2012 경기안산항공전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를 개소 했다.

안산시 사동에서 10.3 ~ 10.7 5일간 개최했다. 총 42만여명이 관람
하였으며, 도민들의 항공산업 관심도 제고와 레저항공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했다.

● 일반철도(중앙선, 용문~원주) 개통
● 경기도 제1기 꿈나무 기자단 발대식
● 경기도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간 보건의료 발전 업무 협약
● 제6회 경기평화통일 마라톤 대회(9. 16)
● 전국 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 제4회 세계생태관광총회 개최(9. 3~9. 5)
- 지구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논의, 300명 참가(내국인 200,
외국인 100)

●제4회 대한민국 뷰티디자인 엑스포
- 10. 12 ~ 14, 고양시 KINTEX
● 2012 경기축산 G-Festival 개막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개장
- 10. 15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 도시철도(지하철 7호선 연장, 온수~부평) 개통

11월
아이러브 맘 카페 개원

November

12일 수원시 가족 여성회관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개원했다. 일반
키즈 카페와 달리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공간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했다.

12월

December

무역의 날 대통령기관 표창 수상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수출
지원을 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

● 나는카페 1호점 개소
- 장애청년 사회적 기업, 안산 평생학습관
●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착공
- 11.9 연천군 마포리
● 경원선 신탄리 - 철원 철도 복원 개통
● 경기  OEI 교류협력 업무협약체결
● 안산바다향기 수목원 일부 개원
● 일반철도(경원선, 신탄리~철원) 개통

● 2012년 전국 쌀 시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 서수원-의왕간 고속화 도로(L=13.07km) 준공·개통
● 광역철도(분당선 연장, 기흥~망포) 개통
● 2012 대한민국 전시산업 대상(전시산업 발전 부문) 수상
● 2012년 물수요관리 평가결과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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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로타리 2016 세계대회 경기도 유치 확정
- 세계 최대규모 민간 국제행사(해외 29천명 등 총 56천명 참가)

● 경기도 인재개발원 웹어워드 코리아 전문교육 분야 대상 수상
● 2012 대한민국 한센인상 문화부문 수상

분야별 주요 성과

10

복지

●무한돌봄 : 출범 4년째, 전국적 복지브랜드로 자리매김
- 생계비, 의료비 등 819억원 지원,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시니어클럽 평가 : 전국 최다 5개소 A등급 선정
●종합장사시설 추가 설치 : 용인 “평온의 숲”
●민간 해외의료 지원 : LA,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거리노숙인 임시보호시설 추가 설치 : 수원역 “꿈터”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 2,180,565명/년

민원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민원 서비스 제공(전국 최초)
- 찾아가는 도민안방 : 32만 9천건 / 민원전철 365 : 6만건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언제나민원실 운영(광역단체 최초)
- 고객만족도 93%, 야간·공휴일 민원처리 비율 46%
- 「철길따라 민원풀다」역 민원센터 : 수원역 등 5개역사(세계 최초)

경제

●경기국제보트쇼 : 혁신제품상 도입·시상, 8,284만불 계약추진
●일자리 창출 : 11만 4천개(전국1위, 점유율 25%, ’12년 10월말 기준)
●대기업 투자 유치 : 삼성 평택 고덕산단 3,950천㎡ 분양체결 등
●외자 유치 : 이데미쯔코산, ASE, NEG 등 16개사 21.3억불
●국제MICE유치 : 2014GASTECH(세계가스산업전), 2016세계로터리대회 등 22건 유치

2013 Gyeonggi-do

문화체육
관광

●전국체전 동·하계 각 11연패, 장애인체전 7연패, 소년체전 2연패
●어린이박물관 ‘세계 100대 박물관’ 진입
●경기안산항공전 개최(국내 최대규모 레저형 항공이벤트)
- 전년대비 일일평균 관람객수 17.4% , 입장권 판매 16.1% 증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조성(100년의 기다림, 10년의 복원!)
- 전통양식의 권역정비(34,045㎡), 2014년 세계유산등재 추진
●스마트콘텐츠센터 유치 및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 설립
- 인큐베이팅기업 50개 및 예비창업자 입지공간 68개 조성

SOC,교통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준공(L=13.07k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정고시 : 3개 노선, 140.7㎞
●신개념 경기순환버스 신설 운행 : 5개 노선, 13,808명/일
- 성남 오리∼부천 송내, 성남 오리∼고양 대화 ,
수원역∼북부청사 양주 덕정∼안양 범계, 군포시청∼고양 대화
●도로건설 : 연장 68.32㎞(’11년, 66.86㎞)

도시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104,696호(전국 1위)
- ’12년도 주택공급(11월말 기준) : 전국 448,416호 중 23% 차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제공(전국 최초/ 9,985건)
- 건축사 재능기부로 90억 감리효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 검수실적 : 150단지 100,319세대
- 점검결과 지적사항 3,659건 조치완료 (조치율 93%)
●개발제한구역 해제 : 9개소(의왕2, 과천1, 고양1, 김포4, 안양1) 1.717㎢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도로, 공원 등) : 17개 시군 29개 사업(113억원)

환경

●녹지공간 확충(주민 1인당 공원면적 7.0 → 7.2㎡)
●침수 하수처리장(광주) 조기 복구(최소 1개월 이상 → 12일)

농정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개장(전국 최초)
- 위치 : 광주 곤지암 삼리 일원, 규모 : 21천평, 사업비 : 48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전국 최대) : 655천명(’11. 571천명)
●2012 한우경진대회 종합우승(경기도)

소방

●도민안전 여건 개선 : 노후소방차 56대 교체
- 소방공무원 219명 증원, 단독경보형감지기 16,093점 보급

여성가족

●LIA 2012 세계대회 대상 수상(지자체 최초)
- 여성능력개발센터 :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
●결식아동급식 전자카드 발급 : ’11)39,546명→ ’12)42,762명

교육

●꿈나무안심학교 : 62개소, 82교실, 1,750명
●경기도 공공도서관 : 188개관 전국 최대
●경기행복학습마을 조성 : 한센촌 등 12개소
●공무원 교육훈련 : 197,2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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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뷰티산업진흥조례 제정(’12.11)
- 한국 뷰티산업의 미래발전상과 신성장 동력산업 모델 제시
●뷰티디자인 엑스포 : 지경부 전시인증, 참관객 36,016명

2013년 도정방향

무한섬김의 도정으로 행복한 경기도 만들어 나갈것
GTX, USKR, DMZ 60년, SOC(산업,북부) 등 미래선도
경기도에 있어 2013년은 복지, 보육, 일자리 경제, GTX, USKR, 고덕산단, 한류월드 등 민선5기의 가슴 벅찬
도정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는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지속되겠지만, 한국ㆍ중국ㆍ일본의 새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2기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도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기회의 창’도 함께 열릴 것이다.
우리 도는 과거 IMF 위기 극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2013년에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브레이크 아웃 리전(Breakout Region)’이 되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무한 섬김의 도정을
펼쳐 나가려 한다.
금년 경기도는 복지와 저출산 극복, 기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ㆍ환경 조성, 環황해권 글로벌 메가시티 미래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복지예산 30% 시대, 소중한 예산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함께 발전하며,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보육ㆍ육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경기도를 기업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개선, 일자리 경제를 실현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역점을 둘 것이다.
셋째, 6.25 정전 60주년을 맞아 DMZ 일원을 국제적인 평화ㆍ통일의 메카로 승화시키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SOC투자, 미군 공여지 개발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적극 힘쓸 것이다.
넷째, 도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계 속의 한류중심이 되도록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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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GTX, USKR, 고덕산단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통해 環황해권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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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기업지원…
나눔과 지원으로 뒤에서 밀고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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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무한 섬기는 경기도 평생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

2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활동 지원

3

경기북부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발전

4

환경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3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대도시권 조성

www.gg.go.kr

5

PART 1
2 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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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는 현장 중심, 도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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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경기도 복지모델 정착
현행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꿈나무 안심학교의 질적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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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민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
「행복한 24시」 언제나 민원실,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 민원전철365
등을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언제라도 찾아가 무한의 섬김 자세로 현장행정을
실천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교육
사회·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평생교육 삶터로 만들어 가고, 이웃과 소통하는
행복한 책 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도내 대학과의
협력으로 대학생 취업을 활성화 하고, 평생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안정적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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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 배양
국가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군 사령부·수도군단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위기대응 매뉴얼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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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해소와 아동의 전인적
저
성장발달 도모
● 저녁

9시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보육환경 조성
●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의 내실운영(24개소 31교실)
- 지역사회연계 등 학교밖 장점 최대 활용
●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 국가사업전환(38개소 51교실)
- 교과부 방과후학교의 통일성 및 전문성 확보
●

무한돌봄센터 체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사회복지전달 체계
● 31개 시·군 센터의 사례관리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맞춤형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 추진
● 독거노인

DB구축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발굴 제공
-안
 부·안전 등 단순돌봄, 만성건강질환 지속관리, 노인
식사 문제 해결 등

무한돌봄사업 확대 발전
제도권 밖의 위기가정 복지 사각지대 돌봄서비스
●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09~’12년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민간복지 자원 발굴
●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지원(삼성전기, 큐렉스)
● 주택수리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 서민금융 지원(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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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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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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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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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plan

”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위기가정의 분쟁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 가족기능 강화 및 예방
● 수원지방법원과 협력하여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이혼위기 부부(다문화가족 포함), 소년 보호아동(청소년)
중년부부 대상 행복한 가정 만들기
● 고령사회를 대비한 부부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비 부담 완화 및 수요자 맞춤보육 강화
● 0~5세 무상보육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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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만들기 컨설팅
● 연령단계별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어린이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13년 9월)
● 입소

과정의 실시간 대기현황 공개 등 투명성 확보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사회적·정서적 위기극복 및 삶의 질 향상

여성·아동이 안전한 경기도

학부모
- 실시간 예약 /확인
- 어린이집 검색
- 대기자 확인
- 보육정보 이용 등

어린이집
입소시스템
(보육포털 사이트 )

- 예약관리
- 대기자 관리
- 시설 홍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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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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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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건강한 가정
● 맞벌이, 저소득 가정(파견) 육아돌봄 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가족문제 예방, 가족교육, 가족기능 회복 등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웁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아동별 사례관리로 맞춤형
아동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에게 복지·
보건·보육·교육의 통합복지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전반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 상담

·보호지원 및 해밀교실1) 운영(1,644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원 배치(남부 10개소, 북부 3개소)
- 해밀교실 운영 : 남부 7개소, 북부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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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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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자원센터 운영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4-13
● 외국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 내·외국인 인권교육,
외국인 시책홍보 등 인권침해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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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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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밀’이란 ‘비온뒤 맑게 갠 하늘’이란 순 우리말로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도청은 도민이 언제나 찾는 곳
365일 도정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도민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

“

03
plan

「행복한 24시」언제나 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 365에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해 도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도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행복한 24시」 언제나 민원실

”

「철길따라 민원풀다」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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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연중무휴(08:00~22:00) One-stop 민원처리
● 제증명발급, 서민금융, 무료법률, 일자리·복지·건강상담 등
수원역·의정부역·부천역·평택역·동두천중앙역⇒행정의
공간벽 없앰

「1:1생활비서」 ☎120경기도콜센터

달려라! 민원전철 365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도정상담 및 민원안내
● 120민원전화 시·군 연계로 도민편익 증진
● 뉴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민원서비스 강화

도민들의 교통수단인 전철에서 민원서비스 제공
● 도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전철에서 민원서비스 제공
● 직장인, 대학생, 서민 등 이동시간 중 민원해결
경기도와 철도공사가 협력해 행정서비스 극대화
● 기본상담 : 일자리, 복지, 생활민원, 건강상담, 금융상담 등
● 부가서비스 : 무인민원발급기, 갤럭시탭, 아이패드, 수유실, 생수,
휴대폰 충전기, 양심도서, 와이파이존, 우수 농특산물 등

찾아가는 도민안방
도민들이 계시는 현장을 찾아가 고충과 불편을 해결해 주는
섬김 서비스
●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 중심으로 운영
● 생활민원, 일자리, 복지ㆍ
도시주택ㆍ부동산 상담, 의료서비스 등

19

www.gg.go.kr

04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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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주민주도형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 학습코칭 사업 추진

”

대학생의 주도적, 능동적인 학습 프로젝트 기획
●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북한 이탈청소년 등 소외계층 대상
●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등 맞춤형 학습 추진
※ 2013년 대학생 80개팀 학습대상 800명 예정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대학생 학업전념 환경 조성 및
학부모 가계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다자녀(3명 이상) 가구 둘째 이후 대학생,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 등
●지원규모 : 7억원
●지원인원 : 23천명 지원 예정

경기도 행복한 책 버스 운영 (’12.10.8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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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보소외지역 순회 운영
● 방문장소

: 농어촌학교, 작은도서관, 아파트, 독서축제 현장 등
● 프로그램

: 책읽어주기, 동화애니메이션 상영, 써니 문화나눔
프로그램 등

지역발전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유치
교육시설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교육시스템
● 반환공여구역등을

활용 총 13개 대학 유치 추진 중
※ 동국대(2011년 개교), 예원예술대(2013년 개교
예정), 경동대(착공) 등 MOU 체결 이후 행정절차 이행 중

2013 Gyeonggi-do

道-시·군 간 평생교육 협력체계 강화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지역사회 통합·발전을 위한 이슈를 道-시·군이 평생교육을
통해 공유·해결
●시
 ·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24개 시·군,
26개 사업
● 성인

장애인 수요,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31개 시·군

한센촌,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변화시키는 경기도만의 특화모델 지속추진
●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12개소)
● 마을 공동시설 리모델링으로 학습인프라 조성(학습관,
컴퓨터실, 도서관 등)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프로그램 대외 홍보 지원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평생교육 기회 부여

경기영어마을 운영

학습자 수요충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기도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7개 대학)
● 베이비부머 은퇴(예정)자를 위한 55·63 새 출발 프로젝트
(3개 사업)
- 재취업, 사회봉사, 은퇴설계 프로그램 및 자산관리 교육
운영 등
● 자기주도형 학습동아리 지원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4개 시·군)

영어권 문화체험 학습 강화로 영어 공교육 보완기능 강화 및
다양한 소외계층 적극 발굴·지원
● 해외 어학연수 대체 중장기 과정 추진(120명)
● 비영어권 외국 학생 유치 확대(1,500명→3,000명)
● 저소득층 자녀 무료 영어교육 지원(6,000명)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평생학습 인프라가 열악한 도내 병영에 대해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취업연계 지원
● 병영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 프로그램
- 검정고시반, 예비아버지학교, 인문학 강좌 및 라이프코칭
● 전역 후 취업과 연계 가능한 전문 직업능력 교육
● 국가관·
도덕관 확립 및 각종 사고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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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홍수 등 각종 재난재해
경기도의 119 시스템은 빠르게 작동한다
현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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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과 환경이 양립하는 고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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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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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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의식 고취, 통합방위체계 구축, 훈련 내실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에도 흔들림 없다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 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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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태세 강화로 위기대응능력 향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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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도발 발생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접경지역 안보재난 상황 모니터링, 정보공유
● 접경지역 주민보호 및 구호대책
향토예비군 전투력 증강 지원
● 헬멧, 방독면, 전투조끼 등 전투장비 보급
● 예비군 읍면동대장 연찬회 개최
안보교육 및 안보의식 고취
●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개최(2회) 및 안보현장 견학 실시

재난대응 민방위 역량 강화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
● 안보현장 체험형 투어식 민방위교육 실시
● 민방공훈련,

재난대비훈련 등 생활 속 민방위훈련 실시
도민보호를 위한 민방위시설 확충
● 접경지역 대피시설(8개소), 민방위급수시설(2개소),
방독면 보급(40천개)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지역안보 역량 강화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구축
●민
 ·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개최(4회) 을지연습(8월)
● 국지도발 대비 위기대응 훈련 실시
● 국가비상사태 발생 대비 실제훈련 실시 화랑훈련(10월)
● 주민신고 및 상황보고체제 확립
● 지역단위테러 대비태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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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정 책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활동 지원

자금지원, 규제개혁… 기업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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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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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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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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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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

육성자금 1조원
신용보증 1조 3,200억원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G-창업프로젝트
청년 및 중·장년층 기술 창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비창업자 선발→공동창업보육(10개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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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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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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무역실무 교육실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신규바이어 발굴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외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 수출보험료,

해외규격인증, 해외지사화사업
●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
전자무역 활성화
● 전자무역-프런티어기업

육성 40개사
● 전자상거래

지원 및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선 지원

2013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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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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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개소 1억2,309만9,000㎡
● 국가산업단지

5개소 5,210만8,000㎡
● 일반산업단지

143개소 7,061만9,000㎡
●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25만5,000㎡
● 농공단지

1개소 11만7,000㎡
※ 전국 973개소 13억5,32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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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면적

3,195만㎡(반월1,537만㎡, 시화 1,658만㎡)
● 가동업체수

1만5,332개사
종사자 25만3,000여명(2012년 9월)
●
생산액 58조원(2012.9) / 업종 :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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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대비,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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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실있는 FTA 종합지원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

FTA 경기도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
FTA 종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FTA 대응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
농축산) 경기도 농업 발전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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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 1,300명), 컨설팅(431개사)
● FTA 원산지 및 실무활용 교육(41회 1,840명)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 일자리 상담역량 강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활성화
●시
 ·군일자리센터 접근성 강화
- 역·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로 이전 유도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경쟁력 제고 : 33개소
●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
무료배송센터운영
● 2013사업 : 5개시장 2.5억원

”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구인·구직 수요자 중심의 청년뉴딜사업추진
베이비부머세대의 재취업 지원 강화
●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 밀착상담 및 취업교육,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
- 신용불량자, 경력단절여성, 노인, 다문화계층 등
●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 장애인, 청년, 여성 등 계층별 특화 개최
●
●

일자리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
●

민선5기 목표 60만개(고용률 60%)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추진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 경기인재트랙,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우수기능인 육성지원
청년창업 지원
●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IT분야)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 기업현장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
● 취업내비게이션
● 고등학교 산업연수 프로그램 추진

공공일자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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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전략적 육성
2013 Gyeonggi-do

사회적기업 발굴
(인증·예비·경기도 등록형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 마을기업 육성
●

소상공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
창업·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 규모

: 300억원
● 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경영개선이 필요한 창업자
● 경영자금(업체당

5,000만원 이내, 금리 4.3%)
소상공인 무한 돌봄 서비스
● 창업

·경영·사후관리까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 지원
● 창업자금(최고

5,000만원), 생계자금(최고 1,000만원)
● 신용6~10등급

또는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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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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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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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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장려(50만원), 입선(20만원)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추진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현행 1,000㎡)
● 산집법 시행령 개정
공업입지 조성 면적 확대(현행 6만㎡)
● 수정법 시행령 개정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이전 허용(현행 4년제 대학이전 금지)
● 수정법 시행령 개정
신인허가제 도입을 통한 기업규제 합리적 개선
● 수생태계법 개정

국가안보 등 공익을 위해 희생한 접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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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공동협력 사업 추진
GTX 등 광역인프라 구축 관련 12개 사업 및 수도권 규제 관련
8개 과제의 조속 실행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연장 또는 시행령 개정 건의
규제유예 만료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강구
●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2009년 7월 1일~ 2013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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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정 책

경기북부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과 특화산업 강화,
소외된 곳에서 희망의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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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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
광역철도망 확충, 남북철도 연장ㆍ복원등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을 확립하고, 민자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망
조기 건설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2013년까지 섬유종합지원센터와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등 섬유·가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여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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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글로벌 명소화 추진
DMZ 60년을 맞아 평화 콘서트, 국제 심포지엄, 사전전시회, 평화통일 자전거 대회 개최 등을 통해 DMZ를
글로벌 명소로 조성한다.

남북상생 인도적 협력사업 및 통일대비 사업 추진
보건·의료지원 사업 확대, 영유아, 임산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상호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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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망과 간선도로망 건설로
사통팔달 경기북부 교통네트워크 구축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

경의선, 진접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의정부와
고양까지 건설하는 한편, 도로망 구축도 앞당기겠습니다

균형 있는 남·북부 도로 SOC 확충
경기북부지역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17. 6월 조기개통)
● 외곽순환도로 호원 IC (’14. 12월 조기개통)
● 동부간선도로(5.69km) 신설구간 2.60km (’14.12월 조기개통)
● 국도3호선(장암∼자금∼회천) 국도대체우회도로
(’13.12월 개통)
● 적성∼전곡∼영중국도37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 적성∼전곡(17.8㎞)우선개통, 전곡∼영중(13.9㎞) 상반기 착공

”

경기북부 광역철도망 확충
경의선 문산~용산 ‘14년 개통
● 진접선 진접~당고개 계획수립 및 조기건설 추진
● 별내선 별내~암사 설계 및 조기건설 추진
● 의정부, 고양 등 GTX 조기 추진
●

●

경춘선 묵현역 신설 등

민간투자 도로사업 효율적 운영·관리 및 발굴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개통 위주
도로사업 추진
분천∼안녕 등 5개 사업 15.26㎞ ’13년 완전 개통
- 분천∼안녕(5월), 장남교(6월), 서암∼고정(6월),
내각~오남(12월), 송포∼인천(12월)
● 남양∼구장(2)(2.2㎞) ’13년 임시 개통
(공사중) 법원~상수 등 지방도 51개 사업 326.06㎞
(보상중) 용인~포곡 등 지방도 21개 사업 1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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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최소화 방안 마련
-연
 계 도로망 조기구축 및 영향권 개발사업 추적·관리 강화
-민
 자도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 실시
-운
 영실태 평가를 통한 효율적 경영 유도
● 경쟁력이 확보 된 민자도로 사업 발굴
-재
 정부담이 최소화된 타당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자도로 사업
적극 발굴
●

2013 Gyeonggi-do

섬유와 가구산업 체계적 육성하고
기업지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경기도 섬유 및 가구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양주시 산북동 264-11 번지 (2009년∼2013년)
● 연면적 : 1만 5,368㎡ (지상5층, 지하2층)
● 총사업비 : 494억원(국비 150, 도비 150, 양주시 194)
● 제조·유통 연계한 비즈니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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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가구산업 체계적 육성
해외 경기섬유 마케팅 센터 운영
● 섬유 신소재 개발 클러스터 지원
● 특화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섬유산업 애로기술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유망가구기업 집중 지원
●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동두천시 지행동 722-3 (2011년∼2013년)
연면적 : 1만 6,037㎡ (지상10층, 지하3층)
총사업비 : 200억원(광특 90, 도비 45, 시비 65)
● 지역 섬유소재산업과 봉제산업 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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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내면 군내 용정산업단지 내(2013년)
● 연면적 : 3,300㎡ (지상1층)
● 총사업비 : 49억원(국비10.5, 도비17.5, 시비8.4, 민간12.6)
● 섬유업체 원사수급지원 공동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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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파주 등 주한미군 주둔지역
발전종합계획 세워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체계적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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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유치에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법·제도개선으로 실질적 기업투자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
●
법인세, 소득세, 조세감면특별법,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 부담금 등 감면 추진

국비보조율 상향과 지원범위 확대 등 정부 지원정책
전환 지속추진
●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추진으로 국비추가 확보 및
지원대상 확대
● 정부의 불평등한 주한미군 반환기지 지원정책 전환 촉구

반환미군기지와 주변지역 본격적 개발착수로 지역경제 성장기반 조성
34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 (반환기지) 캠프 에세이욘, 캠프 님블, 캠프 하우즈,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캠프 카일·
시어즈, 쿠니사격장 등
● (주변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인프라 확충 : 21건 1,227억원 추진

2013 Gyeonggi-do

DMZ 60년을 맞아 DMZ를 세계적인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알리고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도약의 전기 마련
DMZ 60년! 글로벌 명소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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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상처의 DMZ가 아니라 미래 평화와 자연의 DMZ, 남북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만나는 DMZ,
동물ㆍ자연ㆍ역사ㆍ꿈이 만나는 DMZ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

DMZ 평화 콘서트
사업비 : 10억원
● 파주,

개성에서 K-POP,
국내외 유명가수, 클래식,
국악공연 추진
● ’13년

초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에 제안

”

DMZ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사업비 : 3억원
●
DMZ 논의의 학술적
자료 축적
●
학술논문 지원 공모,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DMZ 논문 발표

●

●

통일촌 에코 뮤지엄 개장기념식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사업비 : 0.5억원
● 지방브랜드

세계화 사업
(행안부) 추진중인 에코
뮤지엄 개장에 맞춘 행사
개최
●

DMZ 사진전시회
사업비 : 1억원
● 서울, 파주 임진각 등
●분

단시기~현재 까지
DMZ일원 희귀한 사진
발굴 및 전시

사업비 : 0.9억원
도내 청소년 대상 DMZ
체험 기회 제공
● 대장정을

통해 평화누리길
대외 홍보
●

●

「나는 DMZ로 간다」 팸투어
사업비 : 0.9억원
● DMZ

60년을 맞아 안보
현장견학을 통해 나라
사랑 분위기 확산
● 공공기관,

사회단체, 학생
대상 안보코스 체험 추진

●

●

DMZ 평화통일 자전거 대회

연천 DMZ국제 음악제
사업비 : 1억원
● 클래식 전문 음악제
● 민통선내

전망대, 군부대
에서 순회 공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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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2.7억원
● 연천~파주,

민통선 인접
지역을 통과하는 자전거
대회 개최
● 자전거

관련 체험 이벤트
행사
●

DMZ 일원 관광자원 개발 현황
캠프 그리브스 공여지 활용,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DMZ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통일촌 브랜드마을 육성,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

●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캠프그리브스 공여지 활용
미군기지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병영체험시설, 문화예술, 생태체험, 고급 리조트 등)
● 사 업 비 : 407억원(도
·파주시 233, 민자 174)
※ 2013년도 138억원 소요
●

현 임진각 관광지(95,410㎡)를 평화누리 일원
도유지(423,341㎡)로 확대 지정
● 사 업 비 : 625억원
(’14년까지 144, ’17년까지 293, 장기과제 188)
※ 2013년 10억원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추진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에 걸친 특정지역지정 추진
● 경기북부지역

동서연결 도로 조성 등 지역 통합강화와
문화관광형 개발 기대
●

※사업비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정 시 최종 확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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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인도적 협력사업과 국제협조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사회참여 지원
남북상생 인도적 협력사업 및 통일대비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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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상생 인도적 협력사업 확대 추진과 통일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협력사업 확대
보건·의료지원 사업 확대
-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지속
- 결핵 등 법정전염병 의료지원
●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영유아·임산부 영양개선, 동절기 및 탁아소 지원

”

통일 전문인력 양성 및 통일 인프라 구축
경기도 공직자 통일교육 국·내외 전문과정 추진
●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지원 (‘14.8월 준공예정)
-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산7번지 일원
- 부지 264,062㎡, 사업비 526억원

●

●

접경지역 남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효율성 제고

개성·황해북도 지역 산림·농축산 협력사업
- 산림녹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및 환경개선 등
● 사회문화교류사업
- 개성한옥 보전사업, 개성 평화마라톤 등

●

●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
●

중국 등 주변국가의 교류를 통하여 효과적인 개발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추진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지역실무협의회 운영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 지역적응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 꿈꾸는 이웃들 경기도 가족사랑방 운영
- 부모랑 함께 찾아가는 지역적응센터 운영
●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맞
 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강화(사무관리직, 요양보호사,
영유아 보육교사, 중장비)
- 취업박람회, 근로현장 탐방, 직장문화교실 운영
● 북한이탈주민 사회참여 및 사회적 인식개선
- 북한이탈주민 성공비전캠프
- 남북한 출신 주민 통일맞이 한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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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2 0 1 3 년

주 요 정 책

환경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환경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기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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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역사문화 명소로 조성하여 2014년까지 UNESCO(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완료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기문화를 위해 향교·서원 등 전통문화를
지원하는 한편 박물관·미술관을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실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 바우처를 지원하고, 문화 소외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 다양성영화 활성화 지원 등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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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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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근원인 깨끗한 물을 위해
9조원 들여 하천과 상하수도 정비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삶 향유

“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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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를 이용한 녹색 에너지·환경 정책 추진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으로 건천화 방지
● 부천시 등 6개시, 하수 방류수 재이용 11만4,900톤/일
(2012년4만톤/일, 2013년 3만5,200톤/일 준공)
하수도 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
● 수원·굴포천·안산·
기흥·통복 하수처리장
→ 하수열 이용시설, 잉여슬러지 전처리, 태양광발전 이용

한강수계 26개 시·군 시행계획 수립
● 한강,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2013년 6월 시행)
진위천 유역 8개 시 종량제 시행 및 이행 평가 실시
●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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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개소 생태하천 조성
영세 축산농가 기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환경공영제 추진

경기북부 환경 규제개혁으로 환경과 경제의
상생방안 추진
●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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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률 지속 확대
● 상수도 보급률 향상 : 2006년 92.3%→2013년 96.6%
농어촌 및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 평택시 등 20개 시·군(상수관로 100km)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복정(성남)·용인·안산 정수장 등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위한
“신천

맑은물 만들기” MOU체결(’12. 11. 27)
- 협약기관 : 환경부, 경기도, 양주시
- 협약내용 : “신천 맑은물 만들기” 위한 기관간 협력강화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박물관·미술관을 지역 '문화허브' 로 육성
전통(역사)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기문화

“

2014년 경기 60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박물관·미술관을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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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을 세계적 역사문화 유적지 조성

전통문화 계승 발전으로 경기문화 정체성 강화

2014년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2013년 1월 UNESCO(유네스코) 등재신청, 2014 6월 완료
● 사람과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복원
● 산성도시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생활과 역사 공간

향교·서원·사찰을 통해 전통문화 활성화
● 향교
·서원을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
● 템플스테이로 심신의 재충전과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경기옛길 조성
고증을 통한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 재현·운영
● 수원~화성~오산

33.4㎞ 삼남길 운영 및 조선의 실크로드
“의주길” 고증 및 개척
●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박물관·미술관을 지역 ‘문화허브’로 육성
142개 박물관·미술관을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
● 1박 2일 뮤지엄 캠프, 영화 보는 박물관·미술관 신규 추진
● 전시위주에서 전시·
교육·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기능 확대
● ‘경기창작센터’를 현장을 찾아가는 체험·
교육기관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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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문화복지 지원,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 등
문화와 예술을 통한 소통과 나눔 추진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실현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 체험을 위한 기회제공과 함께 문화소외지역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모셔오고 찾아가는 문화바우처 지원
문화관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저소득층의 영화·공연 관람 확대를 위한 문화카드 지원
● 독거노인 등을 위한 ‘모셔오고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실시

도민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공연전시 나눔사랑(사랑티켓), 찾아가는 개봉영화 상영 등
소외계층 문화접근성 강화
● ‘찾아가는

문화힐링’으로 통합 추진, 거리로 나온 예술, 다양성
영화 활성화 신규 추진 등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42

”

소외계층을 위한 여행 및 스포츠바우처 지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관광지 여행기회 제공(Home to Home 여행서비스)
● 저소득층 유·청소년 등에게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제공
●

생활체육과 주말여행 활성화
생활체육의 패러다임 전환, 주말에는 경기도로!
● 복지시설과

생활체육교실 연계, 지역아동센터 스포츠클럽 지원,
학교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등 생활체육 지원
강화
● 서해

섬 문화관광이벤트, 가족 숙박여행 개발, 체류형관광정보
제공(경기관광포털) 등 주말 가족단위 숙박관광 활성화

2013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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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복지 실현

”

환경서비스가 취약한 구도심·농촌지역에 대한 융합 지원을
통해 환경복지 격차 해소
● 생활환경복지 지표 개발 및 활용
● 두루나눔(생활환경복지) 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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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8분야 68과제) 추진
●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환경기초시설

탄소제로화 추진
탄소 포인트제 활성화
● 저탄소

그린캠퍼스 만들기
● 기후변화·

녹색체험관 건립 등
●

영세 보육시설 및 취약계층 주거시설 실내공기질
개선(황토방 조성 및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

●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기반 확보
폐자원 에너지화 및 친환경적 공간 조성
● 폐열 2,371,135Gcal이용(전력 30억, 온수 223억 수익)
● 사용종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축구장, 체육시설, 공원 등)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치유센터 설립

●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5개년 계획 추진
쓰레기의 자원순환 100% 실현 및 도시브랜드 격상
● 자원봉사 및 학습을 통한 쓰레기의 가치(자원화) 인식
● 청소에

대한 도민 자발적 참여문화 정착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
세계 환경산업 시장 선도를 위한 기반 구축
● 경기도환경산업협회 회원사 확대
● 경기 BEST 환경기업 인증제 도입
● 해외 통상촉진단 파견
● 해외 자매결연 지역과 환경분야 협력 강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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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신도시 건설
‘경기도 부동산 포털’ 서비스 제공
자족기능 갖춘 테마형 도시공간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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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신도시 건설

융복합 신도시 건설

자족성을 갖춘 살기좋고 아름다운 광교신도시(1,130만4,000㎡)
● 2012년 부지조성 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 완료
● 3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컨벤션센터 공간활용계획 수립 등)
● 입주지원서비스체제 지속 운영
일터·삶터·쉼터가 함께하는 고덕국제신도시(1,342만1,644㎡)
● 지장물 보상 82%, 토지보상 99% 추진(2012년말)
● ’13년 상반기 1단계 부지조성공사 착공

교통·산업·경제·교육 중심의 동탄2 신도시(2,401만4,000㎡)
● 특별계획구역(7개) 기본계획 수립
-광
 역비지니스 콤플렉스, 신주거문화타운, 동탄테크노밸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디자인 밸리 등
※ 시범단지 첫 분양(2012. 8월)

도심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재정비촉진사업 조정
●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합리적 사업조정
● 도시기반시설 공공지원 확대
쇠퇴한 도심기능에 활력 부여 기반 마련
● 주민 주도로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시 행·
재정적 지원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3단계) 추진을 통한 도시저소득 서민의 생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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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생활속 정착추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주소활용 여건 개선

●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충분한 자족시설 및 녹지·공원 확보, 대중교통과 연계한
차별화된 밀도 배분 추진〈역세권(고밀),주거생활형(중밀),
환경보전형(저밀)
● 시범지구(하남미사, 고양원흥) : 택지조성 및 건축 공사
● 2차지구(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진건) : 보상 및
택지 조성 공사 착공
● 3차지구(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 보상
● 4차지구(하남 감북) : 지구계획 수립
● 5차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 : 보상

저소득층 전·월세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2,000만원 이하 전·월세 무료중개
서비스 제공
● 도내 중개업자가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
경기도청 홈페이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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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부동산, 실거래가 서비스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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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크 브랜드 가치 더 높이고
해양레저 이끌 경기만 마리나도 개발
생명, 건강, 매력이 어우러진 농·산·어촌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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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가 인증하는 고품질 G마크 농특산물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0개 권역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64개 마을
● 체재형주말농장조성 23개 마을
● 수목원·휴양림 조성 운영 60개소

고품질 브랜드 가치창출을 통한 도농 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 290개 인증업체 / 연매출액 1조 3천5백억원 달성
● 소비자 안심보장제 실시
● 농특산물 사전안전검사 : 400여 농가
(학교 급식 300, G마크 100)

소비자와 함께 하는 경기축산G-Festival개최
축산물브랜드 전시·판매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우수한 우선발대회와 도시민의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추진
※ 2012년 실적
● 2012년 10월 12~13일 / 고양 호수공원
● 관람객 : 2만여명 / 1억 3천만원

해양레저를 선도하는 경기만 마리나 개발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으로 관련 산업 발전 및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2020년까지 전곡항 등 4개소 (1,100척) 개발
● 전곡항 마리나(200척) 개장 운영 중
●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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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한 운영 내실화
친환경 G마크 농산물 공급 확대 : 90% 이상
● 도내 농산물 지급률 확대 : 55% 이상
●
●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 연면적 25,927㎡
● 연인원 7,730명 고용창출, 생산유발 효과 4,790억원

2013 Gyeonggi-do

전국최초&전국1위
전국 최초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24시간 교대근로자 어린이집·가정보육교사
⇒ 보육걱정 해소
●경기도 부동산 포털(http://gris.gg.go.kr/)
⇒ 클릭 한 번에 모든 정보

●경기스마트 120(@ggsmart120)
⇒ 소통과 민원처리를 동시에
●민원전철, 찾아가는 도민안방, 언제나 민원실
⇒ 더 가까운 도정
●북한이탈 주민 일반직 공무원(이수혁氏) 임용

전국 1위

Best ＆ First

그러나, 어려운 여건

●인 구 : 1,236만5천명(전국의 23.8%)
●일자리 창출 : 11만4천개(전국의 25%)
●외국인 주민 : 293천명(전국의 30%)
●보 육 시 설 : 12,848개(전국의 30%)
●선인장 수출 : 226만 달러(세계시장의 70%)

●교원 1인당 학생수(초) : 21명(전국 평균 19명)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
2,073명(전국 평균 1,410명)
●수정법 적용면적 : 10,171㎢(수도권의 86.1%)
●개발제한구역 면적 : 1,181㎢(전국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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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2 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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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건설 추진과 편리한 철도·도로망 확충을 통해
녹색산업에 이바지하는 한편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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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건설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가-시민 네트워크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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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교통망 확충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사업을 마무리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버스타기 편리한 인프라 구축 등 도민이 행복한
녹색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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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KTX, 출퇴근은 GTX로!
수도권 교통혁명, 순항의 돛을 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

GTX 추진으로 수도권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를 혁신해 베이징과 도쿄를
능가하는 아시아의 허브로 경기도를 키우겠습니다

경기도가 건의하여 국가사업으로 결정(‘11년)

”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기 추진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11년)
● GTX 사전환경성 검토 등 용역추진(13년)
● GTX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3년 상반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협력
●

2013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국가사업으로 추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중앙·지방·학계·시민사회 등 참여
● 전문가와 시민사회로부터 검증된 정책대안 마련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기관 협력 강화
●

수도권 광역발전위원회에서 적극 협의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
쉽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체계 마련
GTX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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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역 환승센터 연차적 구축
●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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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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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개발, 신약 개발 기반구축사업,
의료기기 지원센터
융복합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전략산업, 기업주도),
스마트 프로덕프 제조산업 육성, 경기산학융합지구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의 전략적 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사업 추진(25개소)
● 해상풍력(200Mw) 및 발전용 연료전지(60Mw) 가동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82톤/1일)
● 사회복지시설 소형 태양광 보급(62개소)

녹색산업 육성
녹색에너지기업 인프라 조성
● 경기도 녹색에너지기업포털(http://Green-All.gg.go.kr)
● 「Green-All」 녹색인증 지원(인증수수료 50%, 60개 기업)
녹색에너지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 녹색에너지기업 시제품 제작지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
●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국내 140만원, 해외 700만원)
녹색에너지기업 판로 개척 지원
● 녹색에너지전시회 참가지원(국내 150만원, 해외 300만원)
● 해외인증 획득지원(기업당 최대 800만원)

청정 에너지 공급확대 지원
● 도시가스의 지속적 공급 확대 : 10만1,000가구,
361㎞(예상 보급률 : 84.8%)
● 소외 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69개소 3,625 가구)
● 취약 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15%) ⇒
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등
※ 20.3497원/MJ → 17.5134원/MJ(2.8363원/MJ, 15% 경감)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
3조원의 사업비를 투자, 약 1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 파급효과 포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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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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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산항공전 확대 발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인 레저항공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경기도 대표 관광자원화
● 레저항공산업의 허브 브랜드 구축
- 경량항공기 및 레저스포츠를 특화한 전시회 및 콘텐츠 운영
● 산업ㆍ
교육ㆍ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로 항공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잠재수요 창출
● 에어쇼, 산업전, 항공기 전시, 교육ㆍ
체험, 부대행사

경기국제보트쇼 킨텍스 이전으로 제2의 도약
(산업화) 산업전시회로의 조기 정착
● 킨텍스 전시인프라 활용 극대화
● 낚시,

스쿠버다이빙, 캠핑, 아웃도어 등과 함께 컨버전스 전시회로 개최
(국제화) 선진국 해양협회와 교류 강화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 촉진
● 남아프리카공화국

MOU 추진(보트쇼기간)
※영국(’07), 이탈리아(’11), 미국·독일(’12) MOU 체결
(대중화) 재미와 교육이 함께하는 전시회 구성
전시장 내 오픈 컨퍼런스, 체험·교육프로그램 구성

●

신성장 고부가가치 MICE산업 활성화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2011. 9월)
● 국내 최대(10만8,000㎡), 아시아 8위 국가대표 국제전시장 운영
● 국제모터쇼 등 국내 최대(10만㎡) 산업전시회 개최
전시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참가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 경기도 대표 대형 전략산업·성장 유망전시회 지원(30개)
● 도내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부스 임차료 등) 지원(700社)
경기 컨벤션 뷰로 지원 국제 MICE 행사 적극 유치
● 국제회의·컨벤션·인센티브 투어 등 유치 활동 및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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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마트콘텐츠, 게임 등 미래 성장산업 기반 조성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콘텐츠기업 대출보증 지역 확대
● 1인 콘텐츠창조기업 육성, 게임·
영상산업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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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와 광교의 테크노밸리 내실화
투자유치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R&D 조성 및 투자유치전략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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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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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R&D를 선도하는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육성

광교테크노밸리 육성

사업규모
● 사업비 5조2,705억원, 부지면적 66만1,925㎡
공공지원시설 건립 및 관리
● 글로벌R&D센터(’12년 4월 준공),
공공지원센터(’13년 3월 준공예정),
 산학연R&D센터(’13년 6월 착공예정)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단지활성화 촉진

사업규모
● 조성비 5,578억원, 부지 26만9,404㎡, 연면적 22만3,440㎡
입주기관 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단지 활성화
● 통합홍보 및 시설관리, 기업지원 정책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단지지원시설 확충 등
광교 도시지원시설 內 R&D 기업 유치로 자족기능 활성화
● 도시지원 용지 80필지 48만 202㎡

●
●

첨단R&D 용도 및 지분변경 관리
홍보마케팅 및 입주기업 커뮤니티 활성화

투자유치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러시아, 중동 등 신흥국 투자자본과 기술력이 뛰어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재무 합작 투자유치 활동 강화
● (과거)외화확보를 위한 양(量) 중심→(현재)고용, 기술의 질(質) 중심
일본 부품소재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강화
● 일본지역

전문협회 및 토착은행을 활용한 중견 부품소재기업
선택적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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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 버스 인프라를 확충
GTX와 연계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편리한 녹색 교통망 확충

“ ”

택시산업 활성화, 버스타기 편리한 인프라 구축 등 도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녹색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

경기도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이용 활성화로 도민
교통편의 제공
● 브랜드 명칭 : GG콜 (Gyeong_Gi, Global Gyeonggi)
● 단일전화번호체계

구축 : 1688-9999(global gyeong gi)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
●

버스 타기 편리한 인프라 구축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6개소)
● 저상버스 도입 확대 (12개 시·군 137대 도입)
● 대용량 수송 대책 마련을 위한 2층 버스 시범도입 검토
● 신교통수단 통합요금제 도입 등 지속가능한 환승운영 체계
구축
●

카드단말기 통신료 및 카드결재 수수료 80%지원

도민이 행복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
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 도입 (7개시 7개노선)
● 경기순환버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통행 편리성 증진
(5개노선 5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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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노선 조정 및 차내 혼잡 개선 (33개 노선 중점 관리)
취약지 맞춤형 등교버스 시범도입 (2개교 2개노선)
● 신도시 입주 일정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 조정·신설 및 증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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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소 안내전광판(BIT) 설치
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제공 확대
● 도내 13개 시군에 안내전광판 542개소 확대 설치
- 연차별 설치목표 : 도내 전체 정류소 대비 40%까지 확대
보급 (9,000개소)
 6,885(’12년) → 7,500(’13년) → 8,000(’14년) → 8,500(’15년)
→ 9,000(’16년)
● 지역간 설치 보급률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
특별교통수단 110대 신규 도입
- 총 353대 운영(법정대비 63%)
● 광역이동센터 설립 준비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전국 선도적 역할
● 장애인 등 복지 수준 향상으로 도 경쟁력 확보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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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 도약의 해,
자치 역량강화 초점
“과감한 지방분권과 이양만이 21세기 동북아시대에 걸맞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방안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개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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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적극적 공감대 형성 추진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 GRI, 시·군, 국회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연계 협력
세계 대도시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위상 강화
● 자치권 강화와 광역행정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기능 재정립
● 특행기관이양, 자치경찰제,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통합 등 지방분권 강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
● 읍·면·동 주민자치 운영 방안, 시·군 통합 등 주민 자율의사 존중
●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사무 지속적 발굴 건의 추진
● 이양 확정사무(중앙 ⇒ 지방), 대도시특례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 중앙정부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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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을 진정한 ‘지방자치 도약의 해’로 거듭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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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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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체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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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치 바로 알리기를 위한 ‘경기도 최고’ 발굴
● 도내 모든 분야의 유·무형 최고 가치 발굴과 최고기록
경기도민을 선정, 홍보를 통해 경기도민 자긍심 도모
● 2012년 유·무형 최고가치 17건 발굴, 경기인물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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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
● 사회적으로 헌신, 귀감이 되는 경기도민 또는 단체 선정

주요 도정현황(사업별)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 4,354,350 백만원 (도비 1,156,970백만원)
1. 서민·취약계층 도민을 무한섬기는 맞춤형 복지 강화
● 기초생활 보장
● 노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 의료급여 지원
● 노인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공공보건기관 기능 강화

● 자활지원 사업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건강증진·예방접종사업

●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 저소득아동 지원 및 아동보호
● 청소년 문화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위스타트·드림스타트 마을 추진
●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2.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지원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 지역아동 센터 운영 지원

3. 행복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조화로운 사회조성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 섬매매 근정대책 사업
●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운영

● 아이돌보미 지원
●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취업 전문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외국인 주민 사회적응 지원

● 소화전 설치 등 소방용수시설 보강
● 종합훈련시설 건립

● 소방차량 보강
● 분야별 전문기관 위탁교육

● 콜센터 운영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 여권민원 서비스
●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

4.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활안전 확보
● 소방관서 신축·이전
● 구조구급장비 보강

5. 365일 언제나 열려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 365언제나 민원센터 운영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사아의 그린 PC 보급 지원

골고루 잘 사는 기반 확충 : 1,187,870 백만원 (도비 715,458백만원)
6.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 건립 지원
●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지원
●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 서민금융 햇살론 지방비 부담

● 경기섬유·봉제 지식사업 센터 건립지원
●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 섬유신소재개발 클러스터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활성화 지원
●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 산업단지 조정사업비 지원
●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지원
● 가구산업 육성지원
● 종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소상공인 종합지원

● DMZ 60년 기념 및 브랜드 위상강화
● 접경지역·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 6·25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 DMZ 일원 인프라 확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사업

● 교통안전 도시조정 및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 운영관리비
● 수도권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지원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 버스 재정지원
● 공영버스 구입 및 결손금 지원

●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구축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CCTV설치
● 회전교차로 설치, 교량 내진 보강

● 국도대체우회도로 구축
● 자전거도로 개선

7.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 추진
●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 접경 초광역권 발전 지원
● 군관 협력사업

8.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
● GG콜 등 택시업계 지원
●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보지원
● 벽지노선,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

9. 사통팔당 도로망 구축 확대 지원
58

●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 위험도로 구조개선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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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한 재해예방 투자 확대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하천환경조성

● 재해위험지역 정비
● 지방해천개수·소하천정비사업

● 수해상습지개선
● 수해복구사업

즐겁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 2,911,034 백만원 (도비 2,296,614백만원)
11.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선도
●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 생태하천복원사업

● 생활환경 복지조성
● 기후변화대응 추진기반 구축

● 대기개선 및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 쓰레기 재활용 및 소각시설 설치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 평택지역개발사업
●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 소도읍 육성 및 도서종합개발 사업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
● 지적행정 및 부동산 포털 서비스 선진화

●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학교급식지원
● 경기과학영재학교 건립비 지원

12.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
● 멸종위기종 보호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 환경오염 측정·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
●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구축

13. 맞춤형 도시 및 주택건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4. 편안한 교육여건과 평생교육 지원 확대
● 교육재정부담금·지방교육세 전출
●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15.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 현장중심의 문화예술관광 향유기회 확대
●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
●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확대
●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및 레포츠 문화 활성
●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 소외계층 마음치유 및 전통문화 체험 지원
● 도민의 영화·영상 문화향유기회 확대

활기찬 지역경제 환경 조성 : 542,389 백만원 (도비 230,432백만원)
16.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 G-창업 프로젝트 추진
● G-디자인개발사업 지원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 외투기업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출연
●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경기청년뉴딜사업

17.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18. 소비자ㆍ생산자ㆍ지역경제 살리는 선진농업 육성 : 295,531백만원(93,749백만원)
● 농어촌기반ㆍ복지서비스 확충
● 녹색성장 농업기술 개발 보급

● 고품격 농수산식품 생산ㆍ유통선진화

● 휴식ㆍ체험ㆍ레저 공간 제공

19. 농가에는 소득, 도민에게는 휴식공간 제공 : 178,959백만원(도비 83,049백만원)
● 친환경 축산업 기반 강화
●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통한 청정 축산업 조성

● 신성장 동력 말 산업 육성
● 산림자원 보호

● G마크 우수축산물 확대 육성
● 산림휴양시설 확충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대비 투자 : 543,580 백만원 (도비 529,118 백만원)
20.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 판교테크노벨리 조성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경기바이오센터 사업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운영

21. 미래지향적 녹색교통망 구축
●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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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컨벤션뷰로 운영지원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 전략사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

주요 도정현황(대상별)
노인 : 90개 사업, 734,999백만원 (도비 180,533백만원)
● 노인일자리 지원
●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 노인복지관 운영비

● 기초노령연금
● 노인양로시설운영
●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경로당 운영난방비
● 저소득 노인 건강보헙료 지원

영·유아 및 보육 : 84개 사업, 1,381,604백만원 (도비 510,147백만원)
●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누리과정운영

● 영유아보육료 지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아동(초등학생이하) : 87개 사업, 95,401백만원 (도비 48,303백만원)
●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아동보호시설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청소년(중·고·대) : 81개 사업, 54,442백만원 (도비 8,452백만원)
● 경기과학축전
●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
● 대학발전 관계자 워크숍

● 그린캠퍼스 만들기
● 청소년 학습코칭 지원
● 대학생과 함께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애인 : 179개 사업, 총사업비 320,376백만원 (도비 146,019백만원)
● 장애수당
●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 장애인 연금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 경기도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

● 수화통역센터 운영

● 장애아동 가족지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여성 : 221개 사업, 총사업비 19,758백만원 (도비 9,356백만원)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 추진사업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수화통역센터 운영

● 경기도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

다문화 : 21개 사업, 총사업비 8,268백만원 (도비 2,438백만원)
●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외국인주민 상담센터 운영

농·어업인 : 533개 사업, 244,520백만원 (도비 101,800백만원)
● 창업농업인교육
● 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컨설팅
● 농업경영컨설팅
●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 향토산업육성
●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 농산물마케팅 워크숍 및 교육
●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동
● 전문농업인육성
● 여성농업인센터운영
● 농가도우미지원
●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 한발대비용수개발
● 대구획경지정리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지표수보강개발
● 수리시설정비
● 농로확포장
● 소규모용수개발

축산·산림 : 575개 사업, 173,179백만원 (도비 66,230백만원)
● 축사시설현대화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 우량한우암소 핵군조성사업
● 화성바다농장단지 조성
● 종축장 운영
● 도지사배 경주대회

● 가축방역본부 지원
● 가축전염병예방접종
● 학교우유급식지원
●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 연인산·수리산도립공원 조성

● 숲가꾸기
● 산불방지
● 산림병해충방제
● 사방사업
● 수목원조성

소상공인 : 19개 사업, 23,300백만원 (도비 8,227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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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 소상공인 종합지원 체계구축
●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중소기업 : 52개 사업, 22,671백만원 (도비 22,0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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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 경기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 G-창업프로젝트
● 기술닥터사업
●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

●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 우수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 시화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지원
● 스마트프로덕트 제조산업 육성

●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
● 뿌리산업육성설치운영
● 녹색에너지 시제품제작비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운영

주요 도정현황(시ㆍ군별)
수원시

164개 사업 362,191백만원(도비 124,859)

성남시

145개 사업 264,976백만원(도비 89,038)

고양시

153개 사업 295,981백만원(도비 100,587)

부천시

197개 사업 268,761백만원(도비 75,233)

용인시

157개 사업 245,130백만원(도비 94,107)

안산시

130개 사업 262,227백만원(도비 83,463)

안양시

113개 사업 169,451백만원(도비 56,621)

● 지방하천

정비(수원천 )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고양화전~신사
● 우수저류시설

● 사회간접자본확충

● 영유아

광역도로건설

설치 지원

융자원리금 상환

보육료 지원

● 국도39호선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

● 하수처리장

확충(에너지자립화)

●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영덕동~보정동) ● 신대천 환경개선사업(에버랜드 입구~경안천 합류부)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석탑취락도로

● 수암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 ● 안양시

남양주시 116개 사업 217,586백만원(도비 76,453)

● 수해상습지

의정부시 109개 사업 193,370백만원(도비 53,613)

● 호원IC

개선사업(진벌천)

개설사업

● 백석천

개설공사)

● 건건천생태하천조성공사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도심하천 복원사업

평택시

157개 사업 187,981백만원(도비 42,852)

시흥시

185개 사업 142,866백만원(도비 46,255)

화성시

112개 사업 174,909백만원(도비 37,032)

광명시

89개 사업 104,372백만원(도비 33,178)

파주시

156개 사업 229,988백만원(도비 62,468)

군포시

78개 사업 86,006백만원(도비 32,082) ●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융자원리금

● 부곡버스공영차고지

광주시

121개 사업 128,816백만원(도비 38,580)

●

김포시

81개 사업 126,580백만원(도비 35,461)

이천시

107개 사업 127,322백만원(도비 44,872)

구리시

59개 사업 60,398백만원(도비 13,736)

양주시

130개 사업 161,461백만원(도비 48,559)

● 소하천정비사업(수논골천,만송천,더대울천,광숭천) ● 유양천

안성시

156개 사업 191,032백만원(도비 50,273)

● 문기~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 자연재해위험지구

포천시

130개 사업 138,355백만원(도비 41,937)

● 주원~오가간

도로확포장공사

● 어룡~구읍간

오산시

82개 사업 76,822백만원(도비 26,775)

● 생태하천복원사업 ● 누리과정

하남시

77개 사업 68,523백만원(도비 23,981)

● 감일~초이간

의왕시

70개 사업 52,776백만원(도비 21,643)

● 지방하천

여주군

115개 사업 85,610백만원(도비 25,303)

동두천시 93개 사업 110,841백만원(도비 46,172)

●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 진위천

● 지방하천정비사업(은행천,
● 시도4호선

● 국가하천
● 금촌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신천)

도로확포장공사

● 방산~하중간

● 소하천(덕고개천,

유지보수사업

● 누리과정

도심하천 복원

●

광역도로건설

● 지방하천정비사업(해월천
● 수택동

● 변전소-부처고개간

도로개설

● 봉성포천

● 국도43호선

광역도로 공사

●

비점오염 저감(원천리천, 일왕저수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지방하천개수사업(오천천

도로개설공사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도로개설 공사
공업지역노후하수관 개량사업

● 상패로∼신사로간

오학1천)

도로개설공사

134개 사업 109,735백만원(도비 30,125)

과천시

34개 사업 16,363백만원(도비 7,242)

가평군

98개 사업 88,796백만원(도비 23,381)

● 가평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개설 ● 소하천정비(빛고개천,

연천군

93개 사업 89,930백만원(도비 18,700)

● 주한미군공여구역

●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 지평천

개수사업(양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정비사업(공도 용두지구)

양평군

● 복포천

개수공사)

4차 확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 하천정비사업(건쟁이천,

도로개설

건설

운영

● 오전동

● 지방하천정비사업(원심천)

운영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저류시설 설치공사

정비(청계천)

술현천 등) 정비사업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

● 고향의봄길~국도43호선(대1-15호선)
● 인천서구~김포신도시

도로개설

재해예방사업

●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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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주요 도정현황(시ㆍ군별)은 주요사업만 간추린 것으로 시·군별 도비 지원 규모와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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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지원사업(삼거~왕림

망동천)

도정 주요성과 지표
분야

지표명
경기도 인구수(10월말)

기획조정

경제투자

보건복지

교통건설

문화체육
관광

환경

농정
62

증감(%)

12,365

1.2

일반직공무원

명

3,255

3,330

2.3

소방직공무원

명

5,741

6,179

7.6

군사시설보호구역(12.1월말)

㎢

2,363.1

2,353.8

∇0.4

수출액(누적)(9월말)

억$

875.6

892.5

1.9

취업자수(9월말)

천명

5,834

5,972

2.3

외투기업수(10월말)

개

3,211

3,162

∇1.53

벤처기업수(9월말)

개

7,897

8,456

7

천호

3,952

4,046

2.3

개발제한구역 면적

㎢

1,183

1,181

∇0.2

택지개발사업 추진

천㎡

214,056

208,100

∇2

외국인주민 수

명

380,606

424,946

11.6

경기도내 노숙인 현황

명

384

349

∇9.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명

200,919

191,559

∇4.7

장애인등록인구(11월말)

명

504,619

505,052

0.08

천명

1,063

1,125

5.8

화재발생

건

9,095

9,208

1.24

구조인원

명

14,774

14,726

∇0.3%

구급인원(구급)

명

291,866

310,844

6.1%

특정소방대상물

개소

131,980

137,585

4.25%

버스정보 이용건수(월평균)(11월말)

만건

728

1,086

49.2

2013 Gyeonggi-do

경기순환버스 1일 이용객

명

10,956

13,808

26.1

도로건설 준공연장(11월말)

km

66.86

68.32

2.2

자동차 대수(11월말)

천대

4,306

4,397

2.1

관광객(내국인)

만명

779

1,118

43,5

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개소

187

202

8.0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골프장 등)

개소

413

450

8.9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일

0.86

0.88

2.2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개소

15,253

15,812

3.7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개소

15,325

15,664

2.2

농가

가구

135,332

137,548

1.6

농가인구

명

412,138

412,351

0.05

경지면적

ha

181,676

178,844

∇1.6

천마리

32,338

34,066

5.3

산림면적

ha

526,985

526,985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47.8

48.8

2

11,679

12,844

10

가축통계(한육우, 젖소, 돼지, 닭)

여성가족

2012

12,215

노인인구 현황(65세 이상)

소방

2011

천명

주택수
도시주택

단위

어린이집 현황

개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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