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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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기도정
2014 경기도 이런 일을 합니다
일자리•경제1등, 복지1등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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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현황

1천 2백 5십만 도민을 위해
40조원 쓴다

■인구 1,254만명(전국의 24.1%, 등록 외국인 포함)
■세대수 471만 2천세대(전국의 23%)
■면적 10,171㎢(전국의 10.2%, 수도권 전체의 86.1%)
▶ 수도권정비권역 100%
▶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3%

21%

▶ 개발제한구역 12%

■행정구역 31 시•군(28시•3군) 546 읍•면•동
■조직 3부지사(행정1•2, 경제), 4실, 13국, 106담당관•과, 3원, 12사업소, 소방(2본부 4과•1센터•1담당관, 2단, 1소방학교, 34소방서)
■공무원 수 4만 6,355명 [경기도 9,802(일반 3,405, 소방 6,397), 시•군 3만 6,553]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3,593명(전국 1,047명의 3.4배/2013년 12월말 기준/외국인 제외)
■예산규모 40조 2,961억원(2014년 당초예산, 시•군 포함)
▶ 도 : 15조 9,906억원(일반회계 12조 9,292억, 특별회계 3조 614억)
▶ 시군 : 24조 3,055억원(일반회계 18조 2,192억, 특별회계 6조 863억)

■기금조성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7개 기금, 1조 6,547억원
■재정자립도 도 48.7%, 시군 43.6%

04

2014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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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예산규모 : 15조 9,906억원

▶ 예산규모는 15조 9,906억원으로 ʼ13 당초예산 대비 4,230억, 2.7%↑
- (일반회계) 12조 9,292억원 (ʼ13 당초예산 대비 3,868억, 3.1%↑)
- (특별회계) 3조 614억원 (ʼ13 당초예산 대비 362억, 1.2%↑)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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ʼ14당초 예산액

ʼ13당초 예산액

■ 분야별 예산규모
교통•지역개발 13,152 (8.2%)

일반행정 52,982 (33.1%)

경제 4,976

(3.1%)

15조 9,906억원

농림해양수산 4,027

(2.5%)

교육 19,895 (12.4%)
문화•관광 2,698 (1.7%)

사회복지•여성 55,72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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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6,455 (4.0%)
※ (교육분야) 교육청 지원경비인 지방교육세 13,185억과 교육재정부담금 2,666억 포함

www.gg.go.kr

※ (일반행정분야) 시•군 지원경비인 재정보전금 20,169억, 징수교부금 1,467억, 예비비 1,163억 포함

도정 주요성과

공복(公僕)이 최우선 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도민이 원하는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위한 무한섬김의 자세로 “경기호”는 오늘도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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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대한민국 대표 복지브랜드

통합환승할인제
1인당 연 33만원 요금절감

GTX
수도권 교통지옥 해결 대안

●6년간 85천가구 930억원
●先지원 後심사

●경기버스 탑승객 일평균 37만명 증가

●경기도가 제안, 국가사업으로 지정

현장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7년간, 전국 일자리
절반 만들다
●경기도정 최고의 화두, 일자리 창출
●7년간 경기도 일자리 84만개,

●서울 유•출입 차량

하루 3.8만대 감소

서울 도심지 30分 이내 접근
●연간 7,000억원 교통혼잡비용 절감

26만개 일자리 창출
27조원 생산유발효과

삼성, 고덕산업단지
100조원 투자 유치
● 2013년 5월 착공, 2015년 완공
● 3만명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전국 일자리 41% 창출

수도권 규제 완화
●기업 관련 규제 개선,

347개 기업
18조 9,000억원 투자
→ 4만 5,000개 일자리 창출

●전국 최초 일자리 센터 설치 운영 :

연간 10만명 취업

DMZ 가치 세계화
엄마안심 보육 확대
●경기도형 공공 키즈카페

‘아이러브맘 카페’ 도내 전역 확대 설치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정 육아 부담

해소 위한 시간제•전일제 아이돌봄사업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2008년 9월 전국 최초시행
●현재 24개소 31개 교실 운영
●정부에서 벤치마킹하여 전국확대

●2009년도에 선정 됨
●DMZ 60년 행사,

 최초 중국군 초청, DMZ국제심포지엄,
소년병의 존재와 희생 공론화
●DMZ 일원 관광자원 개발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설치,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확대
발판 마련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 지원 확대

12개 대학유치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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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수질 최고로 개선
●BOD농도 2004년

1.3㎎/ℓ→ 2013년 1.1㎎/ℓ

경기 북부
SOC 확충
●SOC 확충이 곧 복지
●간선도로망 확충에 역량 집중

전국 최초
1시군 1소방서 시대 열어
●의왕, 가평, 화성, 연천, 양주 등

소방서 5개 관서 신설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발전 견인

청렴영생 부패즉사,
부정부패 청산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4년

연속 우수 이상
●전국 최초 ‘청렴 선도클럽’ 선정
●전국 지자체 청렴 벤치마킹 대상

K-pop 아레나 유치
●K-pop 아레나, MICE 복합단지

조기 조성 → 한류관광 거점화
●2018년도까지 경기도 북서부

핵심관광지에 관광객 2,000만명
유치 계획

광역버스 직선화
노선 및 운행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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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1번 노선 개설, 기존 노선보다
운행거리 7㎞, 정류소 8개소 ↓

365ㆍ24
언제나 민원실
●일 평균 229건 처리

* 야간•공휴일이 48%차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
●수해, 소외, 현안 지역

현장 방문 회의 54회 개최
●2010년 8월 시작 31개

●도민(고객)만족도 : 92..4%

KT 프로야구단 유치 성공
●프로야구 10구단

시대열어
●“전략”과 “노력”의
결과

시•군 한바퀴 돌아

전국체전 동•하계 12연패,
장애인체전 8연패
●계속되는

체육 웅도 신화
●한국 엘리트 체육인

산실 재확인

복지예산 확대
●2006년 1조 7,991억원

→ 2013년 4조 4,407억원
※복지예산 비중은
16.2% → 32.1%

24시간 보육
전국 최초 시행
●전국 최초 교대 근로자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이천 아미어린이집’ 설치
●산단, 종합병원, 소방서 등에

외곽순환도로
경기순환버스 운행
●2010년 8월부터 6개노선 55대 운행,

→ 운행시간 단축 : 23分
→ 이용요금 절감 : 1,200원
→ 이용객 : 13,500명/일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 개소

소외된 마을에 희망 충전소!
행복학습마을 운영
●13개 마을 조성 (한센촌 5, 사할린촌 4,

오지마을 4) 한센인 마을 등
지역에 평생교육기회 제공

도민 교육&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공공도서관 : 2008년 130개

→ 2013년 193개, 전국 최고
●작은도서관 : 2008년 19개

→ 2013년 1,042개
●찾아가는 문화 활동 : 2006년 600회

209천명 → 2013년 2,016회 551천명

아시아 최초
세계유기농 대회 개최,
성공적 운영

평택항 자동차 처리실적,
3년 연속 1위 달성

중소기업 신용보증
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실적

→ 자금융자 : 3만 9,838개 업체
9조 7,691억원
→ 보증지원 : 44만 352개 업체
9조 7,726억원

북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역대 최대 규모 기록, 가장 성공한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對) 중국 진출의

대회로 평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200억원
관람객 245천명

기반 마련
●총 화물량 1억톤 돌파
●자동차 처리실적
1위(평택항) → 2위(울산항)
→ 3위(인천항)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실시
●전국 지자체 최초 북한 이탈주민

일반직 공무원 채용

글로벌 R&D 조성,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창조경제 이끌 주역, 판교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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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R&D센터 첫 삽
●첨단산업의 메카, 광교테크노밸리
www.gg.go.kr

R&DB센터 완공 및
광교비즈니스센터 기공

●●●분야별 주요 성과
●무한돌봄센터 : 출범 5년째, 국가 복지전달체계로 도약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로 전국 정착
●취약계층 생산품 종합유통망 ‘서로좋은가게’ 운영(전국 최초) : 28개소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그램 가동
- 노인자살예방센터 43개소 운영
- 공동생활시설 카네이션 하우스 6개소 신설(이천 등)
-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 64,500명
●보건소 심뇌혈관 질환 등록•관리(전국 최초) : 660,576천명/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복지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확대 : 4 → 12개소
-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립•운영 : 3개소 / 부천 신설
●장애인 권익증진 기반 마련
-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개소(’13.11.29.)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 야간•휴일 응급의료 순환 당직제 운영 : 4개 권역 62개소
- 취약지 및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 7개소
-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선정 : 아주대학교 병원(’13.7.31.)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 : 2,634천명/년

●무한섬김 찾아가는 현장민원 서비스 추진(전국 최초)
- 찾아가는 도민안방 : 45만 6천건 / 민원전철 365 : 9만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언제나민원실 운영

민원

- 고객만족도 : 언제나민원실 92%, 수원역민원센터 96%, 콜센터 97%
- 야간•공휴일 민원처리 비율 48%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 안전행정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120 경기도콜센터 ISO9001 인증

●도민안전 여건 개선
- 노후소방차 51대 교체, 소방공무원 437명 증원, 단독경보형감지기 16,365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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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도민 자율안전 기반 강화

2014 Gyeonggi-do
2013

-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육 : 1,265,746명
- 가족 참여형 안전체험교실 운영(4개소) : 36,663명

●경기도 사상 최초 수출 1천억불 달성
- 수출실적 전국 1위, 해외시장개척 30회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추진
- 취업실적 107,478명(목표 85,000명 대비 126%↑), 전년동기 대비 36%↑
●삼성 평택 고덕산업단지 유치•조성

경제

- 119만평, 100조원 이상 투자, 신규고용 3만명 예상
●외국인 투자 유치 : 코메&코드사, 동우화인켐, NEG 등 19개사 24.3억불
●경기도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전국최초, ’13.4월)
●경기국제보트쇼의 산업화•국제화•대중화 등 비즈니스 전시회로 성공적 전환
- 참가업체 305개사(전년대비 60.5%↑), 상담계약 15,491만불(전년대비 86.9%↑)
●대한민국뷰티박람회의 국내 최대 뷰티산업박람회로 도약
- 510개사 810부스 유치, 수출 상담계약 351건 62,548천불, 해외바이어 34개국 300명 참여

●GTX : 140대 국정과제 및 지방공약 이행계획 반영
●분당선 연장 수원∼망포 구간 개통
●4호선 연장, 진접선 전철 기본계획 고시
●5호선 연장 하남선 전철 기본계획 고시

SOC,교통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시(9개노선 136.1km)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준공(L=13.07km)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준공(L=42.06km)
●신개념 경기순환버스 신설 운행 : 6개 노선, 13,853명/일
- 성남 오리∼부천 송내, 성남 오리∼고양 대화 , 양주 덕정∼안양 범계
수원역∼북부청사, 군포시청∼고양 대화, 수원역∼구리∼북부청사

●전국체전 동•하계 각 12연패, 장애인체전 8연패, KT프로야구단 유치
●경기안산항공전 개최(국내 최대규모 레저형 항공이벤트)
- 전년대비 일일평균 관람객수 21% , 입장권 판매 11% 증가

문화체육
관광

●한류월드 K-POP아레나 공연장 유치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 ’11년 대비 관람객 수 94%, 입장권 판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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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대표적 장르영화제로 성장)
- 38개국 119편 상영(’09년 30개국 60편 100%↑)
www.gg.go.kr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104,696호(전국 1위)
- ʼ12년도 주택공급 : 전국 448,416호 중 23% 차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제공(전국 최초/ ’13년 10,522건)
- 건축사 재능기부로 94억 감리효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도시주택

- 검수실적 : 70단지 47,349세대
- 점검결과 지적사항 3,078건 조치완료(조치율 94%)
●개발제한구역 해제 : 2.38㎢
- 집단취락 10개소, 경계선관통대지 4,289필지, 단절토지 43개소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도로, 공원 등) : 17개 시•군 30개 사업(155억원)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 완화 : 이천시 SK하이닉스 15조원 투자
- ’14.6월 착공, ’15년 완공, 직•간접고용 7만 3천명

환경

●녹지 공간 확충 : 주민 1인당 공원면적 7.0 → 7.2㎡
●팔당호 수질개선 : ʼ04) 1.3㎎/ℓ → ʼ13) 1.1㎎/ℓ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전국 최대) : 722천명(ʼ12. 622천명)

농정

●평택항 자동차 처리실적 1위 달성(3년 연속)
●2013년 산림분야 우수기관 선정 “장려상”(산림청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 평가)

여성가족

●결식아동급식 전자카드 발급 : ʼ12)80,729명→ ʼ13)82,224명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 (전국 최초/ 522명 활동, 2,308건 지원)

●꿈나무안심학교 : 24개소, 31교실, 6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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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 공공도서관 : 200개관 전국 최대
●경기행복학습마을 조성 : 한센촌 등 13개소

2014 Gyeonggi-do

●창의•인성 교육나눔 및 체험 : 14,690명

●●● 도정 주요성과 지표
분야

지표명
경기도 총 인구수

기획조정

경제투자

보건복지

교통건설

문화체육
관광

환경

농정

증감(%)

12,548

1.5

일반직공무원

명

3,330

3,405

2.3

소방직공무원

명

5,960

6,397

7.3

수출액(누적)(11월말)

억$

806.1

928.5

15.2

취업자수(11월말)

천명

5,953

6,149

3.3

외투기업수

개

3,176

3,350

5.5

벤처기업수

개

8,610

8,934

3.8

천호

4,046

4,128

2.0

개발제한구역 면적

㎢

1,179.6

1,175.5

△0.35

택지개발사업 추진

천㎡

208,100

200,631

△3.6

경기도내 노숙인 현황

명

336

504

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명

192,170

189,259

▽1.5

장애인등록인구

명

505,052

505,519

0.1

천명

1,125

1,190

5.8

화재발생

건

9,159

9,049

△10.9

구조인원

명

16,325

16,057

△1.7

구급인원

명

340,824

339,303

△0.4

특정소방대상물

개소

137,585

143,027

4.0

버스정보 이용건수(월평균)(11월말)

만건

1,066

1,160

7.3

경기순환버스 1일 이용객

명

13,808

13,858

0.3

도로건설 준공연장

km

66.86

78.00

16.7

자동차 대수(11월말)

천대

4,402

4,525

2.8

관광객(내국인)

만명

1,118

1,319

17.9

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개소

202

205

1.5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골프장 등)

개소

450

535

18.9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일

0.88

0.84

△2.4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개소

15,812

16,349

3.4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개소

15,664

16,273

3.9

농가

가구

137,548

137,049

△0.4

농가인구

명

412,351

407,109

△1.3

경지면적

ha

178,844

182,537

△2.0

천마리

34,937

34,505

△1.2

산림면적

ha

526,985

526,985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48.1

50.2

4.4

가축통계(한육우, 젖소, 돼지, 닭)

여성가족

2013

12,365

노인인구 현황(65세 이상)

소방

2012

천명

주택수
도시주택

단위

개소

12,870

13,336

3.6

외국인주민 수

명

424,946

440,735

3.7

www.gg.go.kr

어린이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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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정방향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2014년”
선택과 집중으로 앞에서 끌고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 무한섬김”
경기도의 의지를 담은 핵심가치(슬로건)를 실현하기 위해 2014년도에도 경기도는 쉼 없이 달려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 정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지만,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기에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14년 경기도는 복지는 늘리고, 일자리는 많이 만들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열악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동경, 상해 등 세계 주요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미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의 中心엔 우리의 고객인 도민이 있다.
“경기도민이어서 행복한 2014년” 그 꿈을 위해 한 층 더 노력하는 멋진 한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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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Gyeonggi-do

복지-일자리-기업지원…

나눔과 지원으로 뒤에서 밀고

Gyeonggi-do
PART

1 도민을무한섬기는경기도평생복지및사회안전망구축

PART

2

PART

3

PART

4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활동 지원

환경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대도시권 조성
15

5

경기북부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발전

www.gg.go.kr

PART

PART 1
2 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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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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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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5
06
plan

plan

plan

plan

plan

plan

따뜻한 경기도 복지모델 정착
무한돌봄, 꿈나무안심학교 등 서민 우선 행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돌보고
통합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출산, 보육, 성장 그리고 여성과 다양한 가족의 행복 지원
출산과 보육이 기쁨으로, 청소년에게 희망이, 여성은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다문화는
따뜻함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무한섬김 민원행정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도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담아 듣는 무한섬김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교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센촌과 사할린동포 입주마을 등 사회적, 교육적으로 소외된 마을에 주민주도형
“행복학습마을 만들기”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민 맞춤형 119안전모델 정착
도민생활 밀착 재난안전서비스 확대,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 등 서민 우선 행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돌보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119 안전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 배양
조국과 자유는 공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가, 국민, 주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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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1차 복지 그물망
경기도 +시민사회의 2차 그물망
따뜻한 경기도 복지모델 정착

무한돌봄, 꿈나무안심학교 등 서민 우선 행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돌보고
통합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무한돌봄 플러스(+) 사회복지전달체계 추진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실시
▶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25개소 32교실 운영
- 저소득•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해소
- 저녁 9시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보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와 연계 운영 내실화

▶

▶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의료ㆍ건강서비스 구축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신축(아주대, 200억원)
▶ 야간•휴일 응급수술•시술 순환당직제 운영
- 4개 권역 63개 응급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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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확대(2014. 7월)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 인권센터운영 활성화
▶
▶

2014 Gyeonggi-do

“탄생의 기쁨과 희망”
여성과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출산, 보육, 성장 그리고 여성과 다양한 가족의 행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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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보육이 기쁨으로, 청소년에게 희망이, 여성은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다문화는 따뜻함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
- 24시간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0세아 전용,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
- 어린이집 입소 및 등•하원 관리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위반사실 공개 강화

아동•청소년의 꿈과 잠재역량 계발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및 참여활동 강화
-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신규 3개소 건립)
-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및 연극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원 배치
▶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맞춤형 여성 취업•창업 지원
-상
 담  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방형 창업 협업공간(Co-Working Space) 조성
-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전문•심화과정 운영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반마련

행복한 가정,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
-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 및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 맞벌이•저소득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여성이 안전한 경기도
-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확대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개소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보호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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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 환경 조성
출산친화 환경 조성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가족친화 우수기업 발굴•인증
-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 활성화
▶ 출산인식 개선 및 가족가치관 정립
- 연령별 단계별 맞춤식 인구교육
- 경기가족패션쇼 및 출산친화 창작 동요제 개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개관(2014.2월)
- 예방교육•상담•치료•사후관리 지원
-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 지원
- 대응 네트워크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 중독예방 전문인력 양성
▶ 경기인터넷 시민감시단 “인터넷 꿈지기” 운영(약 200명)

▶

▶

언어•문화 소통으로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저소득 청소년 희망 이어주기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중도입국자녀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 외국인근로자 지원
- 외국인근로자 실태파악 및 사업장 모니터링
- 외국인근로자 상담 등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
▶ 이해와 문화소통 확대 및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 이해교육 및 모국 문화행사•자조모임 지원
- 다문화 가족 캠프 및 다문화 가족 체육대회
▶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위기청소년 등 상담•심리치료
▶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아동양육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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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밀’이란 ‘비온뒤 맑게 갠 하늘’이란 순 우리말로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경기도청 민원실은 잠들지 않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더 귀담아 듣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무한섬김 민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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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도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담아 듣는 무한섬김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무한섬김 서비스
- 다중 집합장소 및 농어촌•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중점방문

「전철역에서 바로 처리」역 민원센터
365일 연중무휴(08:00∼22:00) One-stop 민원처리
- 제증명발급, 서민금융, 무료법률, 일자리, 복지, 건강,
소비자 상담 등
▶ 5개소(전철역) 운영 : 수원•의정부•부천•평택•동두천(중앙)
▶

「행복한 24시」 언제나 민원실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고 쉬지 않는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접수, 여권발급, 고충민원 상담, 생활민원처리 등
▶ 주말•공휴일•야간, 언제든지 이용가능
▶ 매주 수요일 「라디오민원실」을 통해 상담민원 접수
- 처리 결과 방송(경기방송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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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문제인가요? 배우면 행복해요!”
배울 수 있는 기회, 당신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교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센촌과 사할린동포 입주마을 등 사회적, 교육적으로 소외된 마을에
주민주도형 “행복학습마을 만들기”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눈에 한꺼번에 알아보는 평생학습 정보 제공
경기도 e-배움터 홈런 운영
- 31개 시•군 평생학습 e-러닝 통합 운영
-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e-러닝 서비스 제공
▶ 경기평생학습포털 통합과 고도화로 편리하게 학습정보 이용
▶

경기도만의 평생교육 특화모델,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한센촌,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 대상
마을리더 교육 등을 통한 자립형 학습마을로 육성
▶ 지역 내 학습인프라 연계로 학습량 강화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프로그램 대외 홍보 지원
▶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평생교육 기회 부여
경기도민 평생교육 3개 대학 지정 운영
▶ 베이비부머 은퇴(예정)자를 위한 55•63 새출발 프로젝트
▶ 수요자

중심의 학습문화 조성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운영
(31개 시•군 100개 동아리)
▶

은퇴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안산 평생교육시설)
(본관) 은퇴(예정)자 1만 2천명, 취약계층 3천명
▶ (별관) ‘학교 밖 청소년’ 2만명 대상 창의•인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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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유치,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사업 추진
12개 대학 이전 확정(개교 1, 이전추진11)
▶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평생학습코칭 사업 추진
- 대학생의 주도적, 능동적인 학습 프로젝트 기획
-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지원

도서관 조성 확대 및 기능 활성화
ʼ14년 16개관 건립 → ʼ17년까지 250개 도서관
※ 2013.12월 현재 200번째 공공도서관 개관
▶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130개관)
▶ 정보소외지역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통합 도서서비스 : 회원증 하나로 어디서든 이용 가능

▶

▶

“함께해요 평생교육” 기반조성 확대

창의•인성을 키우고 함께 나누는 배움의 기회 제공

시•군 평생교육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확산
▶ 지역여건에 맞는 시•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경기도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초•중•고생 체험지원
▶ 공공기관 연계 토
•공•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3,000명
▶ 고교생 취업, 직업의식 향상교육 3,500명
▶ 영세 대안교육시설 학습지원
▶

행복한 책 나눔 및 책 버스 프로그램 운영
▶

도내 정보소외지역 순회 운영
- 장소 : 농어촌학교, 작은 도서관, 아파트 등
- 프로그램 : 책읽어주기, 동화 에니메이션 상영 등
- 도서기증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115개소 4만여권
- 찾아가는 책 버스 독서프로그램 운영 : 9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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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으로 빠르게 작동하는 경기도 119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민생 119 실현
도민 맞춤형 119안전모델 정착

도민생활 밀착 재난안전서비스 확대,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 등 서민 우선 행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돌보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119 안전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생활 밀착 親 서민 재난안전서비스 제공
서민•소외계층 밀착 119안전복지서비스 확대
- 재난안전 취약가구 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 화재피해주민•재난이재민 보호 체계화
- 피해지원센터 운영, 신속•체계적 구호물품 전달체계 확립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 취약요인별 집중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 중점
▶ 취약시기(명절, 연말연시 등)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 전통시장,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운집장소 집중 안전관리

▶

▶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현장중심의 선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 찾아가는 가족 참여형 안전체험교실 등 운영
▶ 도민 생활주변 위험요인 사전 예방
-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 취약지역 365일 24시간 예방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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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적극적 재난재해 예방대책 전개

현장활동 중심의 출동 및 진압체계 완비
-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3D 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24시간 도민안전 재난상황관리체계 운영
- 재난종합지휘센터 설치를 통한 상황관리 통합•기능 강화
▶

2013 Gyeonggi-do
2014

안보의식 고취, 통합방위체계 구축, 훈련 내실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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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도발 발생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비상사태 발생상황 모니터링, 정보공유
- 주민보호 및 구호대책 마련
▶ 향토예비군 전투력 증강 지원
▶

- 개인천막, 전투조끼 등 전투장비 보급
- 예비군 읍면동대장 연찬회 개최
▶ 안보교육 및 안보의식 고취
-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개최(2회)
- 안보현장견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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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지역안보 역량 강화
▶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구축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4회)
- 비상시 대비 유관기관 Hot-line 관리
-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실전적인 을지연습 실시(8월)
- 국지도발 대비 위기대응 훈련
- 국가비상사태 대비 도상•실제훈련
▶ 중점지정자원의 효율적 관리
- 사태발생시 동원자원의 즉시 동원태세 유지
▶

재난대응 민방위 역량 강화
▶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
- 안보현장 체험형 민방위교육 실시
- 재난대비훈련 등 생활 속민방위훈련 실시

▶

도민보호를 위한 민방위시설 확충
- 접경지역 대피시설(6개소)
- 민방위 급수시설(5개소)
- 방독면 보급(30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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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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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해소 및 성장역량 강화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능동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석유화학, 바이오메디컬, 반도체 등 특화단지를 조성, 맞춤형 기업을 유치하여 대기업과 국내외
협력기업을 한데 아울러 유치,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중첩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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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애로 해소 및 성장역량 강화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능동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

중소기업 융자지원(1조원) 및 신용보증(1,400억원)
- 시중은행 자율경쟁금리 도입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 담보력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공급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기업 SOS 지원 시스템 운영
-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발굴
- 기업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추진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
▶

-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G-창업 프로젝트
- 청년 및 중•장년층 원스톱 기술창업 지원
- 예비창업자 선발 → 공동창업보육 → 운영비 및 특별보증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인프라 구축
-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 신흥시장 개척 통상 촉진단 파견
- 수출보험료, 수출기업 사후관리, 멘토링 사업 등 추진
▶ 내실있는 FTA 종합지원
- FTA 경기도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
- 농축산, 제약, 섬유 등 FTA 대응과제 발굴 추진
- 한•미, 한•EU 등 FTA 발효 등 거대시장에 대한 여성기업
판로개척 지원
28

우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 중소기업 R&D 지원
-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기술닥터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
- 기술닥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U턴기업 유치
- 중국진출 U턴 희망기업 도내 유치
- 중국 현지 유치설명회 및 운전자금 특례적용 및 우대 지원

2014 Gyeonggi-do

협력기업 시너지, 산업단지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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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바이오메디컬, 반도체 등 특화단지를 조성, 맞춤형 기업을 유치하여 대기업과 국내외
협력기업을 한데 아울러 유치,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

152개소 118,933천㎡
- 국가산업단지 4개소 51,741천㎡
- 일반산업단지 145개소 66,809천㎡
-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소 266천㎡
- 농공산업단지 1개소 117천㎡
※ 전국 1,009개소 1,454,827천㎡

평택 고덕•진위2 산업단지 등 조성 추진
고덕 : 119만평, 100조원 이상 투자, 신규고용 3만명 예상
- 부지조성공사 착공(‘13.3.29)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착공
▶ 평택 진위2 산업단지 조성
- 2017년까지 약 30만평 규모로 조성
- LG전자 등 첨단 전자부품•기계 등 5개 업종 입주예정
▶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 위치 / 면적 :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원 / 163만㎡
- 사업기간 : 2008~2014년
▶ 사업효과
▶

- 국내ㆍ외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해양레저활동
저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발전
▶ 추진방향
- 보트ㆍ요트 제조, 수리, 판매, 보관, R&D, 교육시설 등을
갖춘 동북아 해양레저 중심지구로 개발

공장입지 규제개선 지속 추진
▶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규제 제도 개선
- 공업용지 면적 확대(6만㎡ → 면적상한폐지(도지지역),
50만㎡(비도시지역))
- 첨단업종 면적 확대(1천㎡ → 신증설허용(산단),
200%이내(공업), 100%이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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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최우선 과제“일자리 창출”
에 선택과 집중
저소득층 → 중산층, 전통시장 살아나게
맞춤형 취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

노사화합 및 중앙정부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실시간 One-stop 서비스 제공
- 취업목표 : 125,000명(‘13년 85,000명 대비 47%↑)
- 시•군 주민센터 상담사 70%까지 확대 배치
▶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

- 청년•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 경력단절, 고령자, 다문화 계층 등 행복한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중소기업 취업 지원, 공공기관 서비스 지원 등
▶ 일자리버스를 활용한 상설면접으로 미스매치 해소
- 구직자 심층상담으로 눈높이 조절 및 구인기업 연결
- 기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업컨설팅 및 채용 지원

▶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사서, 직업상담사 등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 및 조기채용
- 고용노동부와 시간선택제 여성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조기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산업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우수 기능•기술인의 발굴 및 지원 강화
-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종합우승 3연패 달성)
- 기능인력 이미지 제고 등 숙련기술인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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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13.4.29)
- 국민행복•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합의
- 노사민정이 실천할 일자리 대책 기본방향 도출
- 공공•민간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추진 등
일자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 고용복지종합센터 시범운영(남양주 ’14.1.6 개소)
-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공모
- 권역별 일자리정책 협의회(고용부, 도, 시군) 운영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 찾아가는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및 자금지원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50만이상 주요시(9개)에 확대 설치 추진
- 서민금융 햇살론 지원을 통한 서민 부담 완화
▶

2014 Gyeonggi-do

현실에 맞지 않는 중첩규제 풀고,지방분권 강화로
지역주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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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중첩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면적 및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
▶
▶

수정법 시행령 개정 : 현행 6만㎡ → 도시지역 면적상한 폐지
산집법 시행령 개정 : 현행 1천㎡ → 공업지역 200%이내

환경규제방식 전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 합리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개편 대응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 GRI, 시•군, 국회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연계협력
▶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적극적 공감대 형성
▶ 이양

확정사무(중앙⇒지방), 대도시특례 등에 대한
▶

관련법 개정 등 이행 촉구

「(가칭)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기준)
▶ 환경부고시 개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시설의 원폐수 기준 현실화)
▶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수정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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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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삶의 질 개선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하여 생명력 있는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문화 정체성 강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2014년 경기 600년을 맞이하여 경기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 배려 문화복지 실현 및 차세대 신성장 동력 육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체험 기회제공과 함께 콘텐츠, 관광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원이 순환하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테마형 도시공간 조성 및 주거안정 실현
경기도만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역사•문화 등)과 자족성을 갖춘 ‘세계적인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소비자•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정 실현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안심 농수산물 생산과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을 친환경적•지속가능한 농촌 핵심산업으로 육성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낙농체험 Milk School 등 농촌문화를 체험토록
지원•육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을 통해 숲을 휴양·힐링·교육의 장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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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기도의 산림을 풍요롭게 가꾸고, 숲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이용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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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행복한 깨끗한 물환경 조성
수질 관리를 통한 도민 삶의 질 개선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하여 생명력 있는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고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추진
한강수계 26개 시·군 시행계획 승인(’14.6월)
- 한강,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 진위천

유역 8개 시 총량제 이행 평가 실시
-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 제고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 상수도 보급률 : 92.2%(ʼ06) → 97.1%(ʼ15)
- 하수도 보급률 : 84.5%(ʼ06) → 94.3%(ʼ15)
▶ 농어촌

및 급수 취약지역 물 공급

▶

▶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관리

생명력 있는 맑은 하천 가꾸기

팔당호 유입 오염물질 차단으로 팔당호 수질(BOD)
좋음 (Ib) 유지

▶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52개소)
하수 처리수를 이용한 친환경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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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한 물 환경 교육확대
수질관리 정책 교육 및 홍보
▶ 물환경

정책의 협력 강화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기문화
경기문화 정체성 강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2014년 경기 600년을 맞이하여 경기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역사문화 유적지 조성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2014.6)
- 2013.1월 : UNESCO(유네스코) 등재신청
- 2013.9월 : 예비 및 본 실사 완료
▶ 사람과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복원
▶

전통문화 계승 발전으로 경기문화 정체성 강화
향교•서원•사찰을 통한 전통문화 활성화
▶ 경기

600년 기념 주요 가문(경화사족)의 역사 기여도 재조명
▶ 역사고증을

통한 경기 옛길 조성(영남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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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13) 27.1% → (18) 40%
문화 향유 프레임의 전환(공연장→삶의 현장)
-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등
▶ ‘찾아가는

문화힐링’을 도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
▶

▶

박물관·미술관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
박물관·미술관의 복합문화 공간化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운영
- 특색있는 기획전 운영, 수요자 배려 프로그램 운영
▶ 1박

2일 문화•예술•봉사활동의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

경기창작센터를 통한 대중교육, 창작체험 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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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구현 및 고부가 문화관광산업 육성
소외계층 배려 문화복지 실현 및 차세대 신성장 동력 육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체험 기회제공과 함께 콘텐츠, 관광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하겠습니다.

콘텐츠, 게임, 영상 등 창조산업 기반 구축
경기문화창조 허브 등 콘텐츠 산업 일자리 창출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
▶ 다양성 영화산업 기반확충 및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 콘텐츠 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해외수출 판촉 지원
▶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문화·체육복지 실현
영화•공연•여행•스포츠 체험 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복지시설과

생활체육교실 연계 지역아동센터 스포츠클럽 지원
▶ 공연전시

나눔사랑(사랑티켓), 장애인 직장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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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레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용품 전시회 개최
항공레저기 이•착륙장 조성, 경기안산항공전 개최
▶ 월드컵경기장

헬륨 및 짚와이어 설치, 요트학교 운영
▶ 사격장

중심 G 스포츠 투어 운영, 캠핑장 활성화
▶
▶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로 관광수입 1위 달성
임진각 중심 안보관광, 고양 한류월드중심 한류관광
▶ 중국 자매결연지역 관광 로드쇼 등 중화권 마케팅 강화
▶ 관광호텔 및 숙박시설 확충 : 객실 (13) 7,800→(14) 9,256실
▶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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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사회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원이 순환하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의 철처한 관리,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확립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치유,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
어린이 아토피캠프 운영
▶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환경산업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산업 육성 기반 구축
▶ 환경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환경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반 마련

깨끗하고 건강한 대기질 확보

폐자원 재사용•재이용
- 광역재활용센터 구축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폐가전 무상수거
▶ 폐자원 에너지화
- 소각여열 회수이용
-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 가연성폐기물 고형 연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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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 친환경자동차 보급
▶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총량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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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산업의 공존을 통한 자족중심
명품•융복합신도시 건설 및 주거안정 실현
자족기능을 갖춘 테마형 도시공간 조성 및 주거안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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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신도시 건설
자족성을 갖춘 살기 좋고 아름다운 광교신도시
(1,130만 4,494㎡)

일터•삶터•쉼터가 공존하는 고덕국제신도시
(1,342만 1,644㎡)

일자리용지 마련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용지 공급
(CJ, Sea-Gate, E-mart 등) 완료
▶ 영동고속도로

확장, 컨벤션센터 건립방안 마련 등 미 준공사업
차질 없는 추진

▶

▶

고덕산단과 연계한 부지조성공사 추진(’13.10월 착공)
- 서정리 역세권 중심의 거점 개발
- 국도1호선 연결, 국도38호선 확장 및 수도시설 등
고덕산단 연계 기반시설 추진
▶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특화계획 추진
- 국제교류단지(국제회의장, 업무, 종합의료, 외국인 주거
•학교) 등 국제교류 중심 개발
- 복합레저•유통단지(쇼핑, 오락, 문화, 전시, 물류) 중심의
복합단지 개발

융복합신도시 건설
수도권 남부 지식창조 중심 동탄2신도시(2,401만4,896㎡)
도시첨단산업단지(동탄테크노벨리 등)조성으로 맞춤•선별적 일자리 활성화
▶ 시범단지 공동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중저밀 한국형 아파트, 전통•현대형 한옥 등) 공급을 통한 신도시 활성•차별화
▶

총공급수
99,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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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16,291호

2014년
6,020호

향후
76,818호

비고
여건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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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건설
활력 있는 첨단생태 위례신도시(677만 2,950㎡)
순환형 공원녹지 체계 조성을 통한 보행 중심의 휴먼링 도입
▶ 트랜짓

몰 조성 등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조성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

정약용의 실사구시 위민정신이 깃든 다산도시
(진건•지금지구, 475만㎡)
왕숙천~중앙공원~문화공원~역사공원으로 이어지는
테마공원 조성(140만㎡)
▶ 8호선 연장 가칭 “다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
▶ 수도권 동북부 거점을 위한 행정타운 조성
▶

다산진건

다산지금

서민 주거복지 정책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1•2인 가구, 노인, 장애인 등)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도입
▶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 추진
▶

도시문화와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한강신도시
(1,086만 6천㎡)
생태환경 관찰과 체험학습장 활용을 위한 야생조류 생태공원
조성(14만㎡)
▶ 수로를 따라 조성되는 문화•쇼핑공간 “라베니체” 조성
▶ 14년 상반기 김포도시철도 건설공사 착공
▶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구도심 활성화 추진
인구•산업 감소, 노후불량 주택 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한 맞춤형정비 사업추진으로
만족도 제고
▶ 지역주민 공동체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정
분담금 정보제공
▶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제, 사업비 지원 등 공공지원 확대
▶ 주민갈등

구역의 조속한 정비로 민원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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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문화조성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활동 지속 추진
▶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정착을 위한 조사단 운영(공동체 활성화)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추진(150세대 미만 등)
▶

에너지 고효율 신 주거 문화, 친환경 녹색건축 선도
경로당 등 공공복지시설 에너지 제로 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녹색도시의 초석, 녹색건축물 조성 종합계획 수립 등 기틀 마련
▶ 친환경

에너지절감 건축 자재•기술 보급을 위한 녹색건축
한마당 개최
▶
▶

생활에 필요한 “경기도부동산포털” 서비스 제공
▶ 도민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 제공
환경•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부동산정보 제공 및 콘텐츠 개발
▶ 부동산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로 행정정보 선진화
▶ 부동산 포털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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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잘 벌고 행복지수가 99%인 농어촌,
경쟁력 있는 강한 농식품 산업을 만들어갑니다.
생산자•소비자•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정 실현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안심 농수산물 생산과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행복과 위안이 있는 농어촌 공간 조성
▶

농어촌 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77개 마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4개 권역
- 체재형주말농장 및 클라인가르텐 조성 24개 마을

환황해권 시대 대응 항만물류와 해양레저 기반 강화
▶

평택항 입지 강화 및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활성화
- 컨테이너물동량 증가량 1위, 자동차화물 처리량 1위 유지
- 전곡 마리나(200척) 운영 및 제부 마리나(300척) 착공
- 경기만 마리나 개발(’20년까지 4개소 1,100척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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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품질의 농특산물 브랜드 G마크의 위상 강화
▶

도지사 인증 고품질 브랜드의 가치창출로 경쟁력 강화
- 300개 인증업체 연매출액 1조 3천 3백억원 달성
- 소비자 안심보장제 실시(10억원)
- 인증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NGO 등 참여)

안심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과 소비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속 지원 : 1,200개교 783천명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 : 연매출액 1,000억원
-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 전문단지 10개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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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소비자와 함께하는 『경기축산진흥대회』개최
축산을 친환경적•지속가능한 농촌 핵심산업으로 육성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낙농체험 Milk School 등 농촌문화를
체험토록 지원•육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 하겠습니다.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
낙농체험목장(Milk School) : 농도원 목장 등 11개소
※ 지역별 : 용인시 2, 화성시 2, 김포시 1, 이천시 1, 파주시 2, 포천시 1, 여주시 1, 연천군 2
▶ 낙농 체험객 및 조수입(2013년) : 176,989명/2,483백만원
※ 농가당 : 16,090명/227백만원
▶

▶

생산유발 효과 : 2,483백만원, 70명 일자리 창출

경기축산 G-Festival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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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의 최종 고객인 도시소비자와 진정한 도•농상생의 場

▶

축산농가에는 자신감을 도시민께는 농촌사랑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마당 Festival

2014 Gyeonggi-do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 !
건강하고 풍요로운 녹색 경기도 실현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을 통해 숲을 휴양·힐링·교육의 장으로 육성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기도의 산림을 풍요롭게 가꾸고, 숲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이용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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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에 맞는 숲가꾸기
▶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 1,160ha / 67억원
생육단계별 숲가꾸기를 통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10,790ha / 187억원

도민이 행복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

산림휴양시설 조성 : 16개소 / 96억원(국비 52, 도비 11, 시군비 33)
- 휴양림 3, 수목원 3, 산림욕장 2, 치유의 숲 3, 산림체험단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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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2 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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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도로망 확충을 통해
녹색산업에 이바지하는 한편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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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GTX 추진으로 수도권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를 혁신해 베이징과 도쿄를 능가하는 아시아의 허브로
경기도를 키우겠습니다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분야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R&D 조성 및 투자유치전략 전환
경기도는 판교•광교테크노밸리를 내실화해 첨단연구개발과 R(Research), I(Information), T(Trade)가 융합
발전하는 세계 첨단기술의 심장부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녹색 교통망 확충
택시산업 활성화, 버스타기 편리한 인프라 구축 등 도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녹색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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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KTX, 출퇴근은 GTX로 !
수도권 교통혁명, 순항의 돛을 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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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건의하여 국가사업으로 결정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동시추진(’13년)
▶ 삼성∼동탄 외 구간 기본계획 추진(’14년)
▶

▶
▶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및 지방공약 이행계획 반영(’13년)
GTX 공용을 위한 수서발 KTX 의정부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14년)

3개 노선 : 고양∼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 민자 6조 5,319억원(50%), 국비 42,389(32%), 지방 14,130(11%) 등
▶ 교통 효과 : 이용객 76만명/일, 승용차 통행감소 38만대/일, 혼잡비용 절감 7천억원/년
▶ 생산유발 효과 : 27조원, 26만명 일자리 창출
▶ 경제적 편익 : 53조원(3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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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산업…
다음 세대의 풍요를 위한 초석을 놓다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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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분야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으로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선도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연구지원으로 미래형 신산업 발전
기반 구축
- 글로벌 프로티어 연구개발, 차세대바이오 그린 21, 천연물
Happy Drug 제품개발

▶

융복합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로봇부품화사업화 지원, 그린카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구축
사업, 플라즈마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상용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의 전략적 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사업 추진(25개소)
- 해상풍력(5Mw) 및 발전용 연료전지(60Mw) 가동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82톤/1일)
- 사회복지시설 소형 태양광 보급(134개소)
▶ 청정

에너지 공급확대 지원
- 도시가스의 지속적 공급 확대(‘17년까지 보급률 91%달성)
- 소외 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 취약 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15%) ⇒ 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등
※ 20.3497원/MJ → 17.5134원/MJ(2.8363원/MJ, 15% 경감)
▶

녹색산업 육성
녹색에너지기업 인프라 조성
- 경기도녹색에너지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 Green-All 녹색기술 인증 지원
▶ 녹색에너지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 녹색에너지 기업 시제품 제작지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
▶ 녹색에너지

기업 판로개척 지원
- 녹색에너지 전시회 참가지원(국내 150만원, 해외 300만원)
- 해외인증 획득 지원(기업당 최대 800만원)
▶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
5조원의 사업비를 투자, 약 1만 1천개 신규일자리 창출
- 파급효과 포함 시 15만여명 이상 고용효과
▶ 국격

제고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
▶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광수지 개선
▶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 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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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광교테크노밸리 내실화
투자유치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R&D 조성 및 투자유치전략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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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테크노밸리 : 사업비 5조 2,705억원, 부지면적 661,925㎡
▶ SW융합 클러스터 유치 : R&D 지원, 산학연협력 공동연구 지원
입주기업 634개사, 종사자 3만여명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전문교육기관 설치 운영, 입주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삶터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 사업비 5,578억원, 부지면적 269,404㎡(연면적 223,440㎡)
▶
▶

입주기관 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단지 활성화 : 정책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egbiz) 등
광교 도시지원시설 내 R&D 기업 유치로 첨단연구도시 지향
- 도시지원시설용지 80필지 480,202㎡, IT•BT•NT산업 핵심기능 유치

글로벌 첨단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2014년 투자유치 목표 : 21개사 24억불
- 일자리 창출 : 11,500여명(직접고용)
▶ 글로벌 첨단 제조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 지역•업종별 기업의 Needs에 맞춘 투자유치 활동 전개
(미주) 기 진출기업 증액투자 및 2•3차 부품업체
(유럽) 아시아 총괄 R&D센터 및 기술우수 강소기업
(아주)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소재 첨단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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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 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편리한 녹색 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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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활성화, 버스타기 편리한 인프라 구축 등 도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녹색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
경기도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이용 활성화
- 브랜드 명칭 : GG콜
- 단일 전화번호 체계 구축 : 1688-9999
▶ 택시 카드경제 활성화 지원
▶

버스 타기 편리한 인프라 구축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5개소)
저상버스 도입 확대(12개시군 137대 도입)
▶ 신교통수단

통합요금제 도입 등 지속가능한 환승운영 체계 구축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환승센터 구축(3개소)
▶
▶

- 카드단말기 통신료, 카드결제 수수료 80%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
▶

도민이 행복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
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 도입(7개시 8개 노선)
경기순환버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 통행 편리성 증진
(6개 노선 56대)
▶ 광역버스 노선 조정 및 차내 혼잡 개선 (32개 노선 중점관리)
▶ 취약지 맞춤형 등교버스 시범도입(2개교 2개노선)
▶ 신도시 입주 일정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 조정•신설 및 증차
▶

▶

558대 도입 운영(법정대수의 100%)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전국 선도적 역할

수요자 중심의 버스정보 이용
버스도착정보 수집 및 안내서비스 제공
- 도내 시내•시외버스 12,281대 / 전광판, 스마트폰 3종,
휴대폰, 인터넷, ARS 등
▶ 전국

최초로 광역급행버스(M-BUS) 빈자리 정보 제공
(’14. 10월)
▶ 정류소안내전광판(BIT) 설치 지원 : 국비 1,1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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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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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경의선,진접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의정부와 고양까지
건설하는 한편, 도로망 구축도 앞당기겠습니다. ”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경기북부 섬유 및 가구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체계적 개발
주한미군기지 때문에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 內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DMZ 관광거점 조성과 생태•안보관광 활성화
전쟁과 상처의 DMZ가 아니라 미래 평화와 자연의 DMZ, 모든 사람이 만나는 DMZ, 동물•자연•역사•꿈이
만나는 DMZ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상생 인도적 협력사업 및 통일대비 사업 추진
남북상생 인도적 협력사업 확대추진과 통일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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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망과 간선도로망 건설로
사통팔달 경기북부 교통네트워크 구축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경의선,진접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의정부와
고양까지 건설하는 한편, 도로망 구축도 앞당기겠습니다. ”

균형 있는 남•북부 도로 SOC 확충
▶

경기북부지역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17. 6월)
- 외곽순환도로 호원IC(’14.12월)
- 동부간선도로(5.69㎞) 신설 2.60㎞(’14.12월)
- 국도3호선(장암~자금~회천)
국도대체 우회도로(’14.6월 개통)
- 적성~전곡(17.8㎞) 우선개통, 전곡~영중(13.9㎞)
상반기 착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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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 MRG 최소화

경의선 : 문산~용산 ’14년 개통
▶ 진접선 : 진접~당고개 설계 및 조기건설
▶ 별내선 : 남양주 별내∼서울 암사 기본계획수립•
고시
▶ 경원선 : 동두천~연천 ’14년 개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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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개통 위주
도로사업 추진

맞춤형 홍보 및 효율적 경영 유도
▶ 사업 재구조화 등 시행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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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와 가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경기북부 섬유 및 가구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양주 산북 / 연면적 1만 5,368㎡(지상5층, 지하2층)
▶ 섬유산업의 기획•생산•유통 One-stop 연계시스템 구축
▶ 섬유제품 마케팅 및 디자인•
기술 개발 지원
▶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운영
동두천 지행 / 연면적 1만 6,037㎡(지상10층, 지하3층)
섬유소재 생산기반과 패션디자인을 융합하는 봉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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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원자재 수급 지원센터 건립•운영
▶

포천 군내 / 연면적 3,891㎡(지상1층) / ’14. 6월 개관
소규모 섬유업체의 원사 등 원자재 공동 구매 공급을 통한
원가 절감 도모

▶

섬유•가구산업 체계적 육성
섬유산업 기술개발 및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LA, 뉴욕, 상해)
▶ 유망가구기업 집중 지원 및 가구인증시험원 운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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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체계적 개발

주한미군기지 때문에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 內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現 수요에 맞는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수립
교육연구 등 특정시설을 주거•상업•유통•정보 통신 등
복합시설로 변경
- 지자체-대학간 MOU 취소, 민간개발 사업 신규 수요 등
51건 46,886억원(증 4,360억원)

[반환기지] 캠프 에세이욘(을지대, 경기도교육청),
캠프 카일•시어즈(광역행정타운), 캠프 홀링워터(공원),
캠프 라과디아(도로), 쿠니에어레인저(공원) 등
▶ [주변지역] 도로 인프라 확충 : 19건 1,291억원 추진

▶

▶

반환기지 매입 전 우선 활용으로 도시이미지 제고

용산기지에 상응하는 국가지원정책 개선 총력

기지매입 분납계약을 통한 공원•레저시설과 안보 견학지 활용
등으로 특화된 도시 공간 창출
- 의정부 홀링워터(코스모스 공원),
파주 하우즈(안보 견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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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지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
-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지원대상 확대 및 조성공사비 국비
추가 지원
▶ 반환기지 개발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과
개발부담금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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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공감•체험하는 DMZ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DMZ 관광거점 조성과 생태•안보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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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상처의 DMZ가 아니라 미래 평화와 자연의 DMZ, 모든 사람이 만나는 DMZ, 동물•자연
•역사•꿈이 만나는 DMZ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확대 조성
파주 문산 / 임진각•평화누리 622,002㎡ / 625억원
▶ 임진각 관광지를 평화누리 일원까지 관광지 확대
▶ 주요시설 : 메모리얼가든, 에코플랫폼
※ 에코플랫폼 : 비트뮤지엄, 인공습지센터, 어린이박물관 조성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김포시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 전망타워, 평화•생태전시관, 평화광장 등
▶ 파주시

: 수리에코타운(DMZ 생태관광지원센터)
▶ 연천군

: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 고랑포 전시관, 돛배공원, 선상주막 등
▶

캠프 그리브스 DMZ 체험관 운영
파주시 군내면 / 연면적 3,325㎡(지상4층)
수용인원 240명 : 10명 × 24실
▶ 대상 : 학생, 일반인, 가족단위
▶ 연 70회(1박2일, 2박3일) 운영 / 목표 연 13,000명
▶
▶

생태•안보관광 도민 참여 확대
평화누리길 조성을 통한 자전거 및 트레킹 활성화
탐험대, 팸투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생태•안보•역사관광 코스 개발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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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국제협조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사회참여 지원
남북상생 인도적 협력사업 및 통일대비 사업 추진

남북상생 인도적 협력사업 확대추진과 통일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및 협력사업 확대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보건•

의료지원 사업 확대
-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지속
- 북한 다제내성 결핵 등 전염병 의료지원
- 개성공단내 보건의료 지원
▶

[반환기지] 통일 전문인력 양성 및 통일 인프라 구축
경기도 공직자 통일교육 국•내외 전문과정 운영
▶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개관(’14. 10월 예정)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 지역적응센터 및 돌봄상담센터 운영
- 학부모 아카데미 교실 운영
▶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직업훈련 강화(영유아 보육교사, 돌봄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 운영
▶ 북한이탈주민

사회참여 및 사회 인식개선
▶
▶

남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산림녹화, 소나무 재선충 공동 방제, 농업 생산성
향상 협력 등
▶ 사회문화교류사업 : 개성한옥 보존사업,
문화 콘서트, 남북어린이 교류 등
▶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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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정현황(사업별)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 5조 5,104억원
1. 도민을 무한섬기는 맞춤형 복지 실현 : 2조 9,828억원
▶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 : 14,269억원

▶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시설 지원 : 2,974억원

▶ 저소득층 자립지원 및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서비스 추진 : 873억원

▶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416억원

▶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 10,115억원

▶ 감염병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도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 : 1,181억원

2.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2조 2,798억원
▶ 영유아보육료(누리과정)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19,289억원

▶ 저소득아동 지원 및 아동보호 : 850억원

▶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1,827억원

▶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추진 : 97억원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가정보육교사 등 특수보육 지원 : 171억원

▶ 입양아동 양육지원 : 54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 66억원

▶ 청소년문화활동 및 역량계발 지원 : 20억원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지원 : 190억원

▶ 학교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 141억원

▶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보육인프라 구축 : 15억원

▶ 청소년 수련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 78억원

3.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와 건강한 가족의 행복 만들기 : 768억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부자 지원 : 181억원

▶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 7억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 167억원

▶ 가족친화 경영컨설팅 및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 1억원

▶ 출산친화인식개선 환경조성 : 3억원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및 여성취업전문교육 지원 : 166억원

▶ 인터넷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건설 : 6억원

▶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운영 : 26억원

▶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78억원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지원 : 104억원

▶ 성매매 근절대책 사업 : 19억원

▶ 외국인 주민 사회적응 및 인권지원 : 10억원

4. 언제나, 어디서나 도민의 안전한 소방행정 구현 : 1,604억원
▶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 82억원

▶ 소방공무원 역량 강화 : 735억원

▶ 소방차량보강 : 89억원

▶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447억원

▶ 구조구급장비 보강 : 64억원

▶ 소방공무원 근무 복지 개선 : 50억원

▶ 소화전 설치 등 소방용수 시설 보강 : 3억원

▶ 선택적 복지제도 : 114억원

▶ 종합훈련시설 건립 : 20억원

5. 365일 언제나 열려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익강화 : 106억원
▶ 취약지역 범죄예방 서비스 디자인 적용 : 400백만원

▶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 운영 : 57백만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646백만원

▶ 콜센터 운영 : 2,516백만원

▶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 450백만원

▶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 1,092백만원

▶ 사랑의 그린PC 보급 지원 : 278백만원

▶ 365 언제나 민원센터 및 고객체감형 서비스 운영 : 266백만원

▶ 이북5도 경기도 사무소 지원 : 29백만원

▶ 365 열린도서관 운영 : 144백만원

▶ 경기도민회 장학사업 및 장학관 운영 지원 : 1,708백만원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103백만원

▶ 민간단체 공익활동 단체 지원 : 153백만원

▶ 무료소송 지원 : 6백만원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 2,4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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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 297백만원

골고루 잘 사는 기반 확충 : 1조 1,102억원
6.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 261억원
▶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단 운영 : 11억원

▶ 소상공인 종합지원 및 협동조합 지원 : 20억원

▶ 경기북부벤처센터 지원 : 1억원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 : 32억원

▶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34억원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활성화 지원 : 79억원

▶ 가구산업 육성 지원 : 8억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서민금융 햇살론 지원 : 60억원

▶ 경기북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지원 : 16억원

7. 접경지역 등 북부 낙후지역 개발 추진 : 1,324억원
▶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 150억원

▶ DMZ 일원 인프라 구축 : 216억원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 689억원

▶ 남북협력 기반 조성 : 18억원

▶ 접경•초광역권 발전 지원사업 추진 : 254억원

▶ 군관(한미) 우호 협력 추진 : 16억원

▶ DMZ 관광 활성화 10억원

8.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 : 3,793억원
▶ 교통정보시스템 기반 과학화 : 64억원

▶ 버스 구입 및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및 보강 : 93억원

▶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82억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 34억원

▶ 수도권(버스 및 전철) 환승할인 보조 : 1,910억원

▶ 철도중심의 환승센터 구축 : 223억원

▶ GG콜 등 택시업계 재정지원 : 10억원

▶ 광역철도망 구축 : 542억원

▶ 버스업계 재정지원(운행 손실보조) : 835억원

9. 사통팔당 도로망 구축 확대 지원 : 3,619억원
▶ 국지도 : 조리~법원 등 11개 사업 108.3k▶ : 1,730억원

▶ 위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94억원

▶ 지방도로 : 정남~안녕 등 24개 사업 154.2k▶ : 843억원

▶ 교통사고 잦은곳 및 보행환경 개선 : 59억원

▶ 국도대체우회도로 : 방산~하중 1개 사업 6.08k▶ : 52억원

▶ 지방도로 등 유지관리 : 147억원

▶ 광역도로 : 덕송~상계 등 5개 사업 11.36k▶ : 202억원

▶ 교량 등 구조물 유지관리 : 141억원

▶ 시군보조, 민자도로 등 : 351억원

10.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한 재해예방 투자 확대 : 2,117억원
▶ 안전 및 재난관리 활동 강화 : 4억원

▶ 재난피해 저감 및 효율적인 복구체계 구축 : 318억원

▶ 비상대비 훈련 강화 : 7억원

▶ 하천생태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수 하천 조성 : 552억원

▶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 : 34억원

▶ 수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 1,207억원

▶ 재해예방 활동 강화 : 12억원

58

2013 Gyeonggi-do

즐겁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 2조 6,258억원
11.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선도 : 4,730억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1,994억원

▶ 하수처리장 확충 및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v1,169억원

▶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 등 : 149억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6개소)v196억원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11개소) : 177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 : 522억원

▶ 팔당호 관리34억원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 117억원

▶ 경안천 및 한탄강 유역 네트워크 운영 지원 : 1억원

▶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 14억원

▶ 팔당수계 정화활동 및 수질개선사업 지원 : 2억원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353억원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 2억원

12.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 : 933억원
▶ 환경산업협력 강화 및 환경교육활성화 기반구축 : 23억원

▶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 : 26억원

▶ 자연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 휴식공간 확충 : 63억원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1억원

▶ 생활환경복지 조성 : 34억원

▶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을 통한 과학적인 환경관리 : 9억원

▶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v675억원

▶ 자원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 구축 및 종료시설 관리 : 63억원

▶ 도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 강화 : 31억원

▶ 취약 및 농촌지역 깨끗한 환경 조성8억원

13. 맞춤형 도시 및 주택건설 : 1,309억원
▶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 209억원

▶ 반월특수지역주변 미래창조단지 연구 : 1억원

▶ 낙후된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 203억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 : 284억원

▶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 87억원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 18억원

▶ 주택안전점검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 : 7억원

▶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도로명 주소사업 : 4억원

▶ 중추거점 육성을 위한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및 소도읍 육성 : 103억원

▶ 경기도부동산포털 서비스 선진화 : 3억원

▶ 체계적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 5억원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 우수한 건축, 주택문화 육성 : 4억원

평택지역 개발사업 : 381억원

14. 행복교육 및 일자리 중심 평생학습 실현 : 1조 8,526억원
▶ 교육재정•학교용지부담금 전출18,251억원

▶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교육 및 소외지역 행복학습 운영7억원

▶ 창의•인성 교육 나눔, 꿈나무안심학교, 영어마을 저소득 무료교육 : 12억원 ▶ 일자리창출 학습 마을공동체 확대6억원
▶ 의료기기개발 촉진센터(동국대)3억원

▶ 도서 공간 조성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162억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6억원

▶ 도서관 연장개관 및 사이버도서관 운영42억원

▶ 대학생 예비취업 협력 및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파견1억원

▶ 소외계층(지역) 도서서비스 제공2억원

▶ 전문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진흥원) 활성화33억원

15.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 559억원
▶ 현장 중심 문화예술관광 향유기회 확대86억원

▶ 가족 중심 체험관광 및 레포츠문화 활성화22억원

▶ 문화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5억원

▶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 개발 140억원

▶ 소외계층에 대한 마음치유 및 전통문화 체험 지원 5억원

▶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25억원

▶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확대19억원

▶ 만화•애니 및 영상산업 육성 9억원
www.gg.go.kr

▶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2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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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지역경제 환경 조성 : 8,680억원
16.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348억원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 : 63억원

▶ 경기도가 투자한 기업, 대학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 1억원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발굴지원 : 21억원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 48억원

▶ 창업보육, 시제품제작지원 등 창업지원 종합프로그램 운영 : 39억원 ▶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 운영,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등 : 15억원
▶ 전략기술개발 및 기업보유기술 활용, 애로기술 해결 지원 : 96억원

▶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모 마케팅 등 : 9억원

▶ 대학의 우수인력 연구기자재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 56억원

17.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 372억원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기업 설립 및 컨설팅 : 43억원

▶ 대상별, 지역별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사업 : 70억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 97억원

▶ 우수 기능인력 양성 : 57억원

▶ 마을기업 발굴육성 및 경영지원 : 13억원

▶ 디스플레이시스템운용, 전산CAD설계 등 고급기술인력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 : 73억원

양성 : 19억원

18. 선진농업 육성 및 해양항만 개발 : 2,660억원
▶ 농어업 기반조성 및 생산지원 : 1,323억원

▶ 평택항 활성화 : 13억원

▶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충 : 152억원

▶ 농식품 산업화 및 지역특화 신품종 개발 : 83억원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조성 : 181억원

▶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신소득원 기술 개발 : 17억원

▶ 고품격 안전농산물 생산•관리 및 시설현대화 : 544억원

▶ 기후변화 대응 녹색농업기술개발 : 10억원

▶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 : 59억원

▶ 녹색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양성 : 127억원

▶ 수산자원 증강과 수산물 생산증대 : 81억원

▶ 새소득원 개발 및 농촌자원활용산업 육성 : 31억원

▶ 경기 서해안 해양어촌관광 활성화 : 39억원

19. 농가에는 소득, 도민에게는 휴식공간 제공 : 1,411억원
▶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 123억원

▶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 : 197억원

▶ 축산물 품질 고급화 : 118억원

▶ 녹색성장대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447억원

▶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 : 53억원

▶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공원녹지 조성 : 137억원

▶ 가축위생 방역체계 구축 : 136억원

▶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 : 286억원

20.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4,171억원
▶ 전시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경기컨벤션뷰로 운영 등 : 16억원

▶ 스마트부품, 생명공학, 그린카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 : 49억원

▶ 보트산업전 및 뷰티산업전 개최 : 11억원

▶첨
 단 기술분야 연구지원을 위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운영 : 3,992억원

▶ 3D프린팅기술 활용 등 IT 융합 신 서비스산업 육성 : 5억원

▶ 태양열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23억원

▶경
 기과학기술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지원 : 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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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정현황(시ㆍ군별)
수원시

153개 사업 425,178백만원(도비 104,638)

▶ 하수처리장

성남시

141개 사업 317,367백만원(도비 81,840)

▶ 기초생활보장

고양시

86개 사업

306,540백만원(도비 84,408)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부천시

148개 사업 335,850백만원(도비 101,871)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

용인시

125개 사업 310,249백만원(도비 91,682)

▶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산시

114개 사업 291,631백만원(도비 76,730)

▶ 기초노령연금 ▶ 생태하천복원사업

안양시

99개 사업

191,064백만원(도비 47,375)

확충, ▶ 누리과정 운영
생계급여, ▶ 성남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 영유아보육료 ▶ 자연형하천

남양주시 137개 사업 306,435백만원(도비 89,704)

▶ 가정양육수당

의정부시 95개 사업 204,531백만원(도비 48,021)

▶ 누리과정

조성사업

지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

운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평택시

126개 사업 271,592백만원(도비 39,416)

▶ 가정양육수당

시흥시

100개 사업 167,337백만원(도비 45,432)

▶ 지방하천정비사업 ▶ 자활근로사업

화성시

113개 사업 237,565백만원(도비 61,706)

▶ 노인일자리

광명시

75개 사업

파주시

127개 사업 203,023백만원(도비 47,479)

군포시

60개 사업

107,846백만원(도비 27,175)

▶ 노인일자리

광주시

82개 사업

107,032백만원(도비 20,845)

▶ 소하천정개수

사업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김포시

110개 사업 156,390백만원(도비 45,567)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생계급여

이천시

123개 사업 173,815백만원(도비 44,902)

▶ 해월천

구리시

53개 사업

양주시

160개 사업 131,542백만원(도비 32,171)

▶ 선암-하패간

안성시

118개 사업 129,865백만원(도비 30,020)

▶ 안성천

포천시

128개 사업 193,329백만원(도비 25,814)

▶ 포천~소흘간

오산시

74개 사업

하남시

48개 사업 56,265백만원(도비 11,533)

▶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기초노령연금

의왕시

49개 사업

57,780백만원(도비 18,484)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지방하천 정비

여주군

103개 사업 109,814백만원(도비 20,344)

128,313백만원(도비 29,705)

68,325백만원(도비 17,280)

96,901백만원(도비 24,618)

동두천시 90개 사업 93,233백만원(도비 20,781)

▶ 누리과정

지원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지원 ▶ 기초노령연금

운영 ▶ 국가하천 유지보수

▶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 장애인 연금

확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 누리과정운영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도로확포장공사 ▶ 장기요양시설 급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가정양육수당 지원
도로확포장공사 ▶ 결식아동급식지원

▶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 누리과정 운영

▶ 소하천정비사업 ▶ 가정양육수당
▶ 누리과정

운영 ▶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평군

84개 사업 99,339백만원(도비 31,122)

과천시

28개 사업

가평군

113개 사업 112,896백만원(도비 23,887)

▶ 지방하천

연천군

98개 사업 96,157백만원(도비 11,543)

▶ 공단폐수처리시설

20,350백만원(도비 7,822)

▶ 지평천

지원

재해예방사업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기초노령연금 ▶ 지방하천

개수 사업

61

유지 관리 ▶ 생계급여
www.gg.go.kr

설치 ▶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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