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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인구 및 면적 ('15. 12월말 현재)

인 구 － 4,190천 세대 10,297천명

면 적 － 605.21㎢ (전국의 0.6%)

행정구역 － 25개 자치구, 424개동(12,551통 / 95,184반)

 조직 및 인력 ('16. 2월 현재)

서울시 - 1실 8본부 9국, 144과·담당관, 31직속기관, 47사업소, 2합의제

▹ 정 원 : 17,471명(본청4,013, 시의회289, 직속기관7,816, 사업소5,200, 합의제153)

자치구 - 25개구 130국 788과 담당관, 25보건소

▹ 정 원 : 31,921명(구 31,242, 구의회 679)

강

북

인구 : 14개구 4,978천명(48.3%)

면적 : 297.82㎢(49.2%)

강

남

인구 : 11개구 5,319천명(51.7%)

면적 : 307.3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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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재정운용

예산규모

＜ 총 계 예 산 ＞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합 계 27조 5,038 26조 5,138 9,900(3.7%)

일반회계 19조 1,694 19조 149 1,545(0.8%)

특별회계 8조 3,344 7조 4,989 8,355(11.1%)

회계간 전출입 : 3조 2,687억원


＜ 순 계 예 산 ＞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합 계 24조 2,350 23조 7,542 4,808(2.0%)

일반회계 16조 3,850 16조 8,111 △4,261(△2.5%)

특별회계 7조 8,500 6조 9,431 9,069(13.1%)

법정의무경비 : 7조 968억원

- 자치구 37,913, 시 교육청 24,839, 채무상환 4,991, 기금･반환금 등 3,225－


＜ 실집행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합 계 17조 1,382 16조 4,338 7,044(4.3%)

일반회계 9조 7,232 10조 2,059 △4,827(△4.7%)

특별회계 7조 4,150 6조 2,279 1조 1,871(19.1%)

기금규모 － 14개 기금 1조 7,690억원 ('15년 대비 △2,122억원, 10.7% 감소)

자 치 구 － 11조 7,070억원 ('15년 당초 대비 8.5% 증가, 1구 평균 4,6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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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비중(순계규모)

지방채 현황(’15. 12월말 현재) － 서울시 3조 3,174억원

(단위 : 억원)

        

계
도시철도

건 설
주택사업

SOC

경기부양
상‧하수도 등

33,174
22,754
(68.6%)

7,142
(21.5%)

3,000
(9.1%)

278
(0.8%)

※ 양 공사 도시철도공채 중 건설부채 3,553억원 市로 이관(’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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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 정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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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6 시정운영방향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람특별시’ 구현

▮시민 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여‘안전한 도시’실현

－ 노후 기반시설 관리강화 및 각종 재난에 대한 맞춤형 방재 종합대책 추진

－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따뜻한 도시’조성

－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주거 공동체 문화를 확대하고,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교육 강화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도시재생으로‘꿈꾸는 도시’구현

－ 서울 유망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상생의 경제 구현

－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을 통해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도시 조성

－ 2천만 관광시대 구현 및 역사 문화 부흥으로 글로벌 도시 조성

▮ 건강한 도시환경 및 생태계 복원으로‘숨쉬는 도시’조성

－ 초미세먼지 저감, 에너지효율화, 자원순환 재활용 확대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녹지와 공원 확충, 생물다양성 생태복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열린 도시’실현

－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혁신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정보공개 활성화 및 디지털 시정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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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요 업무계획

1. 안 전 한 도 시 7

2. 따 뜻 한 도 시 17

3. 꿈 꾸 는 도 시 28

4. 숨 쉬 는 도 시 42

5. 열 린 도 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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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

 사람중심의‘걷는도시 서울’추진

 시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 안전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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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 인프라 확보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서울역 고가 전면 보수 ․ 보강으로 시민안전 우선 확보(’16.3)

− 서울역고가 바닥판 철거 및 재시공, 통행하중 강화(13톤 → 21톤)

− 안전등급 E등급 받침장치 264개소, 지진에 강한 면진받침으로 전면 교체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본격 추진으로 서울역 일대 활성화

− 도심활력의 주변지역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4대문 역사도심 보행길 연계로 보행친화도시 선도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설계안 확정('16.2)

− 서울역 7017 운영관리방안 수립 추진('16.4)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16년 하반기)

− 지역별(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남대문시장, 서울역) 발전방향과 실행방안 제시

보행 친화  ‣ 시대적 여건에 맞는 보행중심의 기반시설 확충

지역 통합  ‣ 서울역 역세권 차원의 동‧서지역 통합 재생

시민 소통  ‣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협력적 활성화

− ‘서울역 7017 전망대’를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전환(’16.1), 현장컨트롤 타워 기능

<서울역고가 보행길 조감도>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강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개선 종합계획 수립(’16.10)

− 도시 인프라에 대한 종합실태 파악 및 시설물 장수명화(수명연장) 기본계획 수립

재난위험시설(D․E급) 해소 및 노후 도로시설물 보수 ․ 보강

− 시설별 안전점검 및 맞춤형 해소대책 강화, E급 거주자 전원 퇴거 추진

−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진단(321개소), 보수․보강(65개소)

재난사고 관리 및 재난대응 역량 제고

− 재난매뉴얼 실제 적응훈련 및 복합재난 대비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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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함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추진

동공탐사 실시 및 도로함몰 관리지도 개발

−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면하부 동공탐사 실시(1,888㎞)

− 도로함몰 관리지도 구축(’16.2) 및 예측분석 프로그램 개발(’16.7)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기술연구 및 제도개선

− 세종대, 전자통신연구원(ETRI)과의 협업으로 동공탐사 실용화 기술 연구

− 굴착복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유형별 시공지침」 개발·활용('16.12)

<숨은 동공> <동공 탐사> <도로함몰 예방>

지하수 및 노후 하수관로 관리기반 구축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전수 점검 : 618개소('15) → 900개소('16)

− 토목(100억원 이상), 건축(50억원/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점검

− 유출지하수 발생 및 신고현황, 계측기 설치 및 봉인 관리실태 점검

노후 하수관로 전면조사 및 종합정비 실시

− 30년 이상 하수관로 중 노후도 심각 관로(2,720km, 48.4%) 분석('15.4~’18)

− 동공발생 우려가 있는 불량관로(156개소)에 대한 GPR 탐사(’16.2~6)

      ※ GPR(Ground Penetrating Radar) : 지하 투과 레이다

− 노후불량 하수관로 223km 집중 정비(국비 지원되는 하수관로 40km 포함)

<하수관로 통수능력 향상>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보수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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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안전대응

빈틈없는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 : 12개소('15이전) → 5개소('16) → 17개소('17~'19)

− '16년 : 펌프장 신‧증설 3개소(공릉, 마곡, 용답․답십리), 하수관로 개량 2개소(신천, 잠원)

주요 지역 침수 해소

− 강남역 일대 배수구역 경계조정('16.6), 신월지역 빗물저류배수터널 설치('17.12) 등

자동경보시설 등 위기대응시설 122개 확충 및 신속 재난문자 전파

<자동경보시설> <수위관측소> <재난문자 전파체계 재구축(동시전달방식)>

가뭄 및 녹조 대응

가뭄 대응체계 구축

− ｢가뭄상황관리반｣ 운영을 통해 기상·수문 현황, 배출시설 등 체계적 모니터링

− ｢서울형 가뭄적응대책｣ 수립('16.3) : 서울시 특성에 맞는 가뭄기준 및 단계별 행동메뉴얼 마련

− 가뭄대비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물절약 대시민 홍보

선제적 한강녹조 대응

− 취수원, 지천합류부에 녹조 제거·분산 장치(조류방지펜스, 조류분산장치 등) 설치

− 중앙부처 공동대응 체계구축 및 ‘민·관 합동대응 T/F팀’ 구성·운영(’16.1~)

− 물재생센터 집중 수질관리 및 폐수배출시설 점검 강화로 한강오염 최소화

<조류방지 펜스> <물순환 장치> <조류 제거선> <부유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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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시간 목표중심의 재난대응 혁신

신속대응 긴급 구조시스템 개선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검증 및 출동 프로세스 개선

−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시민 초동조치 행동매뉴얼 정립

− 황금시간 목표제의 기준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시민) 중심으로 전환

※ 차고출발 → 현장도착 ⇒ 신고·접수 → 차고출발 → 현장도착 → 활동개시

황금시간 실현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스템 구축

− ｢스마트 긴급구조 통제단｣ 구축으로 재난대응 가용자원 통합 관리('16.3)

− 긴급차량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23개소 설치(32개소 운영중)

※ 출동시간 30% 단축(평균 80초→ 56초)으로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 확보

−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함 40개소 설치(495개소 운영중)

재난초기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재난현장 지휘관 양성

− 자치구 재난관리 책임자, 소방서 현장 지휘관 대상 ‘지휘 시뮬레이션’ 교육

재난초기 시민 대응능력 향상

<보이는 소화기>

｢10만(시민1%) 안전파수꾼｣ 양성

− 지역별·공동체 단위별 네트워크 구축('16.12)

− ｢시민안전 아카데미｣ 운영(분기별 1회)

시민 자율훈련 프로세스 정립, 실천을 통한 행동 역량 강화

−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중심, 반복적 자율 훈련 실행

− 民(자체 행동요령)과 官(현장대응)이 연계된 현장 중심 매뉴얼 보완

재난약자 및 사회취약계층 초기대응역량 강화

− 장애인·어르신·유아 등 재난약자에

적합한 매뉴얼 추가 개발 보급('16.3월)

− 쪽방촌, 재래시장 등 재난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

3,500개 비치(3,870개 운영중)

<10만 안전파수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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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보도블록 ․ 인도 10계명｣ 추진으로 시민 보행권 향상

−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 제작(’16.3), 관련 조례 제정(’16.12)

− 보도상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16~’18), 포켓주차장 조성(3개구)

사람중심의 친환경 도로 인프라 확충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16.5),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1단계 착공(’16.8)

− 서부간선지하도로 착공(’16.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 적격성조사 시행

<제물포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차도 평탄성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체계적 정비를 위한 포장도로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16.12)

− 서울형 포장설계법 확대, 포트홀 실시간 신고 모니터 확충(431명 → 750명)

도시철도 확충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15.6) 후 경전철 사업 본격 추진

− 신림선 : '16.4월 착공, 동북선 : 협상중

− 위례선 : 적격성 조사중

− 면목선·서부선·목동선·위례신사선·난곡선 등

: 민자사업 제안시 본격 추진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 하남선('18년 완공), 진접선(창동차량기지 이전과 연계, '19년 완공)

지하철 9호선 연장(3단계) 건설 : '18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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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전운행 관리 강화 

노후시설개선 적기 마무리 및 노후전동차 조기 교체 추진

− 사용연수 25년 이상된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20년 완료 예정)

− 노후전동차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교체 추진('24년→'22년)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휴먼에러 ZERO화

− 휴먼에러제로 T/F 구성·운영 등 체계적 휴먼에러 관리체계 구축('16.3)

− 체험과 현장 중심의 지하철 안전교육 및 시민참여형 훈련 체계 개선('16.3)

신속 ․ 정확한 위기대응체계 확립 및 전사회적 안전역량 강화

− ‘30분 이상 운행중단’ 및 ‘사망 등 중대사고’ 시, 현장 지휘체계 확립('16.3)

− 지하철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지하철 안전 거버넌스 구축('16.3)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설개선 추진

− 생활도로 제한속도 하향(60㎞ → 30㎞) 전면시행(서울경찰청 협의, 교통고시 개정)

− 교통사고 잦은 곳(25개소),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 안전시설 보강(29개소, 6㎞)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홍보 시행

− 초등학생 교통안전 교육교재·콘텐츠·홈페이지 개발 : 1~2학년용(’15) → 3~4학년용('16)

− 미취학 아동 및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지속 운영

<교통사고 예방 미끄럼방지시설>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예방시설>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교통약자도 편리한 무장애 도시 조성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 구성․운영('16.3)

−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추가사업 발굴

저상버스 전면 도입 및 무장애 버스정류소 설치 확대

− '25년까지 332개 노선 6,906대에 저상버스 도입('15년말 2,650대)

− 승하차 불편해소 등을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소 '18년까지 120개소로 확대

※ '15년 시범 17개소 → '16년 40개소 → '18년 1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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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중심의‘걷는도시 서울’추진

｢걸을 수 있는 도시, 서울｣을 위한 보행인프라 확충
퇴계로, 만리재로 도로공간 재편 추진

− 통합가로 설계기법(Complete Streets)을 반영한 도로공간 재편

−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장협의회 구성 운영

생활권 집산도로(20m이하)의 도로다이어트 추진(1개소 시범추진, '16.6)

−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맞춤형 도로 구성

보행환경 개선지구 확대(’16.10)

− 설계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서울시 주도의 성공 모델 도출

※ 사업대상지 설계(자치구) → 설계 심의(서울시) → 공사시행(자치구)

− 자치구 공모, 국비 등을 통한 사업추진 방식 다양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13)> <성북역사문화지구('14) 전후 비교> <강동구 강풀 만화거리('15)>

｢걷기 쉬운 도시, 서울｣을 위한 보행의 연결성 및 편의성 제고
도심권 전체 교차로 모든 방향 횡단보도 설치

− 도심 교차로 내 불완전한 ,  형 횡단보도를  형 횡단보도로 개선 : 32개소

−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 지점 일괄 시행

종로·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구 간 : 종로(서대문역~흥인지문),

남대문로(종로1가~숭례문)

− 사업규모 : 총 5.35km(종로 4.0km, 남대문로 1.35km)

− 사업내용 : 새문안로(서대문역~광화문사거리, 1.2km) 우선 개통('16.12)

종로(서대문역~흥인지문, 4.0km) 설계완료('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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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도시, 서울｣을 위한 이벤트와 스토리 가미
이야기가 있는 도심보행길 조성(’16.12)

− 찾아가기 쉽고,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심 보행 인프라 개선 : 5개 노선 28㎞

− 도심 주요명소를 역사 문화 등 이야기로 연계한 도보관광코스 개발 : 2개소

도심 보행전용거리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DDP 보행전용거리(장충단로 L=310m) 추가 시행 등 지속 확대(’16.4)

− 시민주도형 콘텐츠 강화 및 자치구 운영 보행전용거리 관리 개선

｢함께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한 보행약자의 보행권 증진

태양광 

램프

황색 3M 
그래픽노면표시제

<어린이 교통안전 ‘옐로카펫’>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젝트 ‘옐로카펫’ 설치

− '16년 100개소 설치(예산 41개소, 후원 59개소)

− 기존 설치지점 모니터링, 효과분석 후 설치

기준안 마련('16.3)

− 주민참여(녹색어머니회, 학생 등)를 통한 옐로카펫 설치('16.4~)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 교통약자 유형별 보행 불편사항을 반영한 가로 정비 시범 조성('16년 2개소)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구축‧운영('16년 하반기)

− 자전거 5,600대, 대여소 450개소로 확대 운영

▸ '15년말 현재 : 자전거 2,000대, 대여소 150개소

− 서울시설공단 위탁 운영으로 전문성 효율성 강화(’16.3)

자전거 인프라 확충‧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 포장 노후구간 전면 재포장(57개 노선 61㎞), 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정비 확충

− 자전거 횡단보도 정비(11개 노선 13.8㎞, 24개소) 및 자전거 사고다발구역 개선(16개소)

− 한강~도심간 동서횡단 간선망 10.9㎞ 및 공공자전거 설치예정 지역 36.8㎞ 구축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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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민․관협력으로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조성

− 지역의 안전환경 개선 및 주민참여 안전활동 프로그램 강화(2개소)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

− 주민의 자발적인 계절별․계기별 안전감시활동을 통해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853명)

−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기술분야 특기자 선별 관리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 모바일, 홈페이지, 120 다산콜 등을 통한 안전위해요소 신고에 대해 포상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안전마을(강북구 삼양동)>

‘범죄예방디자인 안전마을’ 및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지속 추진

− 지역 특수범죄요인 등 환경분석으로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 13개소

▸ '12년 ~ '15년 : 24개소 완료

− 스파이더 범죄 예방마을 조성 : 17개소('15년 17개소)

‘학교폭력 예방디자인’으로 안전한 등굣길 조성

− 학교폭력에 취약한 학교주변의 사각지대 및 원인 분석

−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추진 : 2개소

▸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16.3)

건설현장의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정착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시스템 구축

− 중대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건설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16.12)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추진('15년 3개소 → '16년 10개소)

안전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적극 예방

− 근로자 심리불안 해소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감성코칭 지속 실시(연2회)

− 안전관리 사례집 발간, 모바일 안전교육('16.9) 등 사고사례 발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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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따뜻한 도시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서울

 서울시민 건강안전망 확대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 강화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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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서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반, 지역복지공동체 완성

동 중심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추진(’16.7)

− ’16.7.1 시행 대비 인력 확충, 실행계획 구체화, 찾아가는 복지 안착 등 제반여건 준비

1단계 ('15.7~16.6) 2단계 ('16.7~17.6) 3단계 ('17.7~)

13개구 80개동(19%) 17개구 282개동(67%) 25개구 424개동(100%)

− 주민 스스로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역량강화와 관계망 형성으로 마을공동체 조성

      ※  자치회관의 공유공간을 확대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특화 사업 ‘마을활력소’ 지원

찾아오는 주민 누구나 원스톱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복지상담 전문관 인원 증대(동별1~2명→4명), 역량강화로 원스톱 상담‧지원 강화

위기 가구별 맞춤형 관리 체계로 찾아가는 복지 한층 강화

− 복지사각지대 위험군(공공요금 체납, 독거세대 등) 총 조사 실시 (연2회)

洞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상시 교육․학습 체계 마련으로 공무원의 인식 전환 및 전문성 강화

− 대상․역할․단계별 맞춤교육 시행 : ’16년 10,520명

− 복지학과 교수(10명), 자치구 직원강사(45명), 동리더(30명) 등 전문강사풀 활용

‘찾아가는 복지 성공적 실현’을 위한 동장 역량 제고

− 282개 동장 전체 대상으로 사례․토론 중심 기본교육(4월) 및 심화교육(7월)

− 소규모 그룹형 워크숍(8월)을 통해, 현장 체감형 교육 실시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립

소득 구간별(기준 중위소득 29%~80%) 빈곤위기 가정 촘촘한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260,000명, 서울형기초보장 5,300명

− 정부긴급복지 27,000가구, 서울형긴급복지 5,800가구, 위기긴급기금 지원 6,000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신속 지원

−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판단으로골든타임내선제적 지원 : 14억원('15) → 30억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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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모두가 행복한 삶 지원

50+세대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 지원

50+재단
(컨트롤타워)

50+캠퍼스
(권역별 허브)

50+센터
(지역 거점) 50+세대

인생재도약 지원50+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50+세대 일, 배움, 
복지의 복합공간

풀 뿌 리 
플 랫 폼

50+재단의 출범 및 신속한 정착으로 사업 추진체계 조기 확립

− 50+정책을 견인하는 싱크탱크 : 연구조사, 콘텐츠 개발․보급,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50+신문화 확산의 네트워크 허브 : 커뮤니티 지원, 공익캠페인,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

중장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울형 50+사업 모델 확립

− 맞춤형 원스톱 종합상담 구축․운영 : 개별 욕구진단, 연계, 사후관리

−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제2인생설계, 경력개발, 자기계발 등

− 새로운 일자리 모델 확립 : 협동조합 설립, 창업 지원 등

50+사업 실행기반인 중장년층 지원시설 확충

− 50+캠퍼스 : 서북(은평) 4월, 도심(마포) 11월 개관, 서남(구로) 공사중(’17년 준공)

− 구립 50+센터 : 동작(2월), 영등포(4월), 노원(6월) 개관

어르신 돌봄서비스 기능 강화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가족부담 경감

− 공공 노인요양시설 : 6개소 (’15년 134개소 → ’16년 140개소)

       ※ 답십리 밥퍼부지 옆, (구)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 광진구 신양주차장 부지, 중랑노인요양원 등

− 데이케어센터 : 16개소 (’15년 272개소 → ’16년 288개소)

       ※ 종교시설 유휴공간 활용, 요양시설 병설 추진 등

재가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 「좋은 돌봄 인증제」 도입

− 기관장 자격요건, 종사자 처우 등 인증 지표 개발 및 인증

− 인증기관에 ‘좋은 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20 -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울 구현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체계적 지원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및 돌봄시설 확충

− 조기발견과 치료기관 연계를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16.7)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8개소 확충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

− 45개 全장애인복지관 내 가족지원팀 신설로 전문성 강화

− 장애인가족 공연 관람(3,500명), 이불빨래방 운영(2,600명) 등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개선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기존지원 100명은 24시간 활동보조 유지, ’16년 신규지원 100명은야간순회방문 지원

− 야간 순회서비스 시범사업 후 효과분석을 통해 기존 24시간 지원자 변경 검토

IL센터 확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강화 ※ IL(Independent Living) : 자립생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확충 : 7개소 (’15년 34개소 → ’16년 41개소)

− 종사자 급여, 시설수준 등 기준 마련을 위한 IL센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16.6)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증진

인권 실태조사 대상 확대 및 제재 강화

− 인권 실태조사 대상 : 거주시설 44개소에서 기타 시설 및 지역사회(217개소)로 확대

− 인권침해시 제재범위 확대(시설 →법인)로 법인 책임성 강화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 강화

− 자치구․‧경찰서‧인권센터가 공조하는 변호사 중심 기동팀 운영

− 조사․상담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공익소송 지원으로 사법적 귄리구제 확대

<이동식 이불빨래방>

<장애인 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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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민 건강안전망 확대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서울시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지속 확대

− 환자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과도한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문화 개선 선도

− 2개 병원 555병상(서울의료원, 동부) → 5개 병원 725병상(보라매, 북부, 서남 추가)

보건, 의료, 복지 연계 통합서비스(301 네트워크)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민간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의료 취약계층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지원

− 6개 → 9개 시립병원(은평, 어린이, 장애인치과 추가)으로 확대 시행

중증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인프라 확충

− 서울의료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설정비(’16.4월 기본설계)

− 보라매병원 : 중증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 설치(’16.6월 타당성용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관리 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

− 시민이 시민을 살리는 생명지킴이 양성 : 일반시민 93천명, 전문가 300여명

− 우울증 발병이 높은 50대 서울시민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만 56세, 11천명)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인력확충(15명→ 24명) 및 센터장 상근직으로 전환(’16.3~)

주치의 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생태계 강화

−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확대(4개구→ 10개구)

− 구강질환에 취약한 청소년 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운영(31천명→ 45천명)

− 주민주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4개소→ 8개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 영유아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확대(12개구→19개구)

− 방문간호인력 확충(383명 → 540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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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및 먹거리 안전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현장 실행력 향상

− 전국 최초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 강화 : 대상 환자 전수감시 및 검사

      ※ ‘16년 시범사업(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이후 단계적 확대

−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16) 및 위기상황 대비 통합훈련 실시('16.10)

− 서울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추진(‘16.2 시의회 상정)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 음압격리병실 확충(’15년 97병상→ ’16년 133병상), 감염병 전문의료인력 충원(17명)

−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대(1명→ 5명),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충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전파 차단을 위한 도심방역시스템 구축

− 시 본청 자치구 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15.10.1~'16.5.31)

− 위치추적기 등 첨단 IT 이용 위기경보시스템 구축, 방역담당자 교육 등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환경 마련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 새학기 대비 학교 식중독 예방 합동단속(교육청 협조) : 3월 9월 / 8,000개소

− 소규모 음식점 대상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위생관리지도서비스’ 확대

: '15년 30,700개소(70~300㎡) → '16년 44,000개소(50㎡이하)

위해(危害) 농축산물 유통 차단 시스템 구축

− 농산물 ‘출하 전 검사 신청제(무료)’ 확대 : 1개소(가락시장) → 2개소(가락, 강서)

− 미스테리쇼퍼 활용, 한우 둔갑 수입 축산물 원산지 점검 확대 : 600개소→800개소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입식품사고 사전예방

− GMO 식품 판매 ZERO 실천매장 운영(193개소)

− 유통식품 방사능에 대한 시민검사청구 및 결과 공개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품종 개량한 식품

<GMO ZERO 실천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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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취업 ․창업 체계적 지원

− 여성 유망 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6개 과정)

− 수상(受賞)한 그녀들의 공예길 확대 운영(연 24회)

− 청년여성 창업 리스타트 사업 추진(10개 업체, 업체당 3~4백만원)

여성 일자리 지원시설 확충

−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완공(’16), 여성가족 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조성(’19)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여성안심특별시 2.0

<안심귀가 스카우트 발대식>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앱’ 개발을 통한 이용 확대

− 여성안심택배 확충 : 120개소(’15) → 150개소(’16)

민․관․경이 함께하는 맞춤형 보호시스템 운영

− 여성안심귀갓길(경찰청 ↔ 주민 ↔ 시 구) : '20년까지 571개소 운영

− 안심지킴이집(673개소) 및 안심귀가스카우트(420명) : 경찰과 협력체계 구축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 불법 성산업 온-오프라인 감시 강화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

서울 여성가족 젠더 거버넌스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선정 및 현장모니터링 등 여성정책 전단계에 시민참여

통‧반장 등 마을활동가의 성인지 관점 강화 교육 확대

− 9개구 900명 교육 수료('15) → 15개 자치구 1,500명 교육 실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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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품질 향상

'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16년 300개소)

− 민간어린이집 우선 매입‧전환 확충, 민관 연대 및 공공기관 활용 비용절감 확충

−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95%까지 예산 지원, 국고보조금 확보시 추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 보육교사 공모·교육·평가 후 인력풀 구성, 국공립 채용 지원

    ▸ 교육(’15년 951명 → ’16년 2,060명), 인력풀(’15년 443명 → ’16년 1,000명)

− 민간에서 전환된 시설 대상 단계적 지원, 국공립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전환 초기단계 운영단계

‣ 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개선

‣ 서울시회계시스템 교육, 회계역량 강화

‣ 기존시설과 1:1 멘티·멘토 결연, 자립지원

‣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 참여 우선지원

‣ 반기 1회 회계컨설팅 / 연 3회 교수법컨설팅

‣ 월 1.5회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 

‣ 아동학대 상담 및 예방 교육 수시 제공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리체계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아동학대 예방

<예방 중심>

   아동인권상담요원 26명 배치

   아동학대 교육 및 매뉴얼 개발

   아동권리 민감성 향상 교육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26개)

<조치 중심>

   학대피해신고접수 현장 조사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응급 조치

   외상 및 심리 치료 연계(추진)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

정보공유
공동대응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

− 방문간호사 순회 보안관 활동(2천 개소), 부모·보육전문가 모니터링(4천 개소)

−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 어린이집 확대 : 68%(’15) → 80%(’16)

− CCTV 영상 및 자가 체크리스트 활용, 보육활동 모니터링 및 행동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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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 주민이 살기좋은 서울

좋은 부모, 행복한 가족 만들기

<아버지 교육>

가족 내 공감 ․ 소통을 위한 ‘서울 가족학교’ 확대 운영

− 자녀연령별 부모역할, 자녀와의 소통법 등 ‘부모교육’ 신설

− 가족학교 운영 자치구 연차별 확대 : 10개소(’15) → 15개소(’16)

취약 ‧ 위기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39,912가구), 이혼위기가족 교육․상담 확대

출산 ․ 결혼 활성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강화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신설(120 다산콜 + 5번), 직장맘지원센터 추가설치(’16.7)

− 다둥이카드 협력업체 지속 발굴‧확대 : 4,413개(’15) → 5,000개(’16)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수립

−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마을주민․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자치구 포럼 운영

아동의 건강과 영양 균형을 위한 「집밥 프로젝트」 

− 급식 제공방법 단계적 변경 : 현금 (꿈나무카드) → 현물 (도시락 등)

−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 4,000원 → 5,000원(’16년 하반기)

외국인주민이 살기 좋은「다문화도시 서울」추진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운영(연6회)

− 국적별‧체류유형별 대표성 있는 외국인으로 구성, 정책 제안‧자문‧심의 등

외국인주민의 서울 정착 지원

− 지원시설 운영 : 43개소(글로벌센터 3, 외국인근로자센터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등)

− 주요 프로그램 : 한국어 교육, 생활 상담, 통번역 지원, 의료서비스 등

부정적 인식 개선 등 다문화 수용성 향상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 32개국, 1,400회 65,000명

− 다문화 이해 교육 : 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및 체험행사 실시(연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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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 강화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자치구 지원 확대(11개구 → 16개구)

− 마을-학교 연계 지원, 청소년 자치·동아리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

− 혁신지구형 12개구(1개구당 15억원), 우선지구형 4개구(1개구당 10억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 초등학교 서양식 변기 확대 및 양치환경 개선(235개교)

깐깐한 식재료 기준마련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 식재료 취급·품질 기준 마련(’15년 농․축산물, ’16년 수산물․농산가공품)

− 생산-공급․유통-소비 全단계 협업을 통한 식재료 안전성 강화

생  산 공급 ∙ 유통 소비(학교)

산지 지자체 공동책임성 부여 및 

산지점검 강화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 합동점검

  (연6회 이상)

안전성검사 총량제 확대

  (115 → 150건)

잔류농약성분 분석 확대

  (320 → 332종)

학교급식시설‧공급업체 대상 

위생점검 강화

방사능 검출치 높은 품목의 

정기 검사‧공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서울 구현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기반 및 인프라 강화

− 「평생학습 종합계획」 발표 (’16.3), 시민력 기준 마련(’16.12)

− 지혜와 경험을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 학교」 조성(’16.10월 착공)

평생학습의 중심, 서울 시민대학 확대 운영

− 시민대학(4개소, 160개 강좌), 대학연계 시민대학(20개 대학, 70개 강좌)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꿈실현 기반조성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 55개소(’15) → 63개소(’19)

− 완료예정(2) : 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성북청소년문화의집

− 추진중(6) : 은평·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종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학교, 마을 등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발굴·운영(21개 시립청소년수련관)

− 목공예 체험, 방송문화콘텐츠 등 수련관별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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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민선6기 8만호 공급 (’15.12월말 기준 22,402호 공급)

− ’16년 24,000호 공급(공공임대주택 15,000호, 민간임대주택 9,000호)

− 공공임대주택 : 주민요구시설과 복합개발, 사회․공동체 주택 모델 적용

− 민간임대주택 : SH공사 등 10개 부지에 서울리츠 설립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 역세권 2030주택 공급 모델 수립․제도화 및 시범사업

−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서울형 뉴스테이 가이드라인 마련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수요자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 고시원․모텔 활용 청년주택 공급(70실)

− 도전숙 클러스터 조성(60호) : 사무 + 주거공간

− 청년주택바우처 제공(2,000명), 청년주거지원 금융상품 개발

월세시대에 대응한 서울형 임대차 제도 정비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등 도입 추진

−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임대차 관련 조례」제정(’16년 하반기)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아파트 관리 주민 참여 확대

− 온라인 투표 확대 시행 (23개 단지→900개 단지), 공동주택한마당(1회→2회) 개최

− 동행(同幸) 물결 확산, 갈등 넘어선 상생(相生) 모델 실현을 위한 모범사례 전파

아파트 관리 비리 사전 차단 및 투명성 강화

− 비의무 관리 단지 대상 컨설팅(50개), 의무 관리 단지는 취약분야 기획 조사(25개)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 결과 부동산 포털에 공개(’16년 96단지)

<성북 도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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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잘사는 서울형 창조경제

 도시공간의 가치를 담은 도시재생

 2천만 관광도시 서울 조성

 역사‧문화로 행복한 시민의 삶 구현

 3. 꿈꾸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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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께 잘사는 서울형 창조경제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新산업 ‧ 일자리 창출

R&D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양재‧우면 R&D 지구>

서울형 R&D 육성 자금 지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군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157억원)

− 안전, 고령화,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중점 지원(65억원)

양재‧우면 R&D 혁신지구 육성전략

− 민간기업체의 R&D공간 개발유도를 위한 부지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16.6)

− 공공가용 부지(양곡도매시장품질시험소)를 활용한 R&D 지원

시설의규모 기능, 개발방식, 운영체계 등 실행전략마련('16.12)

마곡 R&D단지의 성장전략 수립과 산업생태계 조성

− 첨단 산업기술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곡개발 2단계 실행전략 수립(’16. 5)

− 공공산업지원시설 설계시행(’16. 7 ~ ’17. 7), 마곡 통합브랜드 개발(’16. 8)

바이오 ‧ 의료 산업 앵커 조성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17년 상반기 개관, 舊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

− 산학협력실, 기업 입주공간, 연구장비실, 리빙랩, 코워킹 공간 등 조성

− R&D, 기술사업화, 중개연구, 장비지원, 인재양성, 경영지원 프로그램 조기 개발

서울시, 정부
SBMIC
(Seoul Bio Medical
Innovatiojn Center)

서울 바이오메디컬
이노베이션센터

대학병원, 연구기관 등

제도마련, 프로그램, 자금 지원

기업 지원시설, 입주공간 마련

 우수인재 및 기술,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및 자본 등 연계  

기업, 민간자본 바이오 의료 전문가, 협회

홍릉 일대(회기로 ~ 화랑로)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 조성(’16.1~)

− 상월곡역 ‘과학테마역’ 시범 조성(’16년 상반기, KIST 과학창의재단 공동추진)

서울 바이오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ㆍ미니포럼 개최('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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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G밸리 2단계 비상(飛上)프로젝트

G밸리 비상(飛上)프로젝트 성과 및 계획

1단계 성과 ('13~'15) 2단계 계획 ('16~)

산업활성화

제도정비

 기업시민청 및 패션센터 조성

 G밸리 기업 R&D지원(46억원), 

 무료 와이파이존 설치

 단지별 특성화 : 1‧3단지(IoT), 2단지(패션)

 투자펀드 조성 : 150억원 내외

 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도로‧교통
 서부간선도로 확장 및 램프신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변 도로개설

 수출의 다리 정체 해소, 철산교 확장, 전기차 특화단지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확충

녹지‧보육
 녹지확충 (2개소)

 어린이집 개관 (4개소)

 舊정수장 부지를 공원‧전시‧판매시설로 조성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2‧3단지, 3개소)

IT기반 제조업체‒ IoT플랫폼 사업자 연계, 산업-기업간 융복합으로 산업고도화

− IoT 시제품 제작, IoT 특화 R&D․사업화 지원, 실습교육 등 10억원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150억원 내외) : 펀드설립(’16.10)

− G밸리 內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

市, 중소기업 
육성기금

SBA, 서울산업
진흥기금

금천‧구로구
기업육성기금

산업단지
공단

기업인단체
(경영자협의회
기업인연합회)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출자

패션 및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세계 디자이너와 해외바이어가 찾는 「패션 허브도시, 서울」 조성

− 일상 속「서울 365패션쇼」('16.4), 신진디자이너발굴「서바이벌 오디션」개최

− 비즈니스 트레이드쇼('16.3), 동대문 쇼룸('16.4), 2016 컨데나스트 컨퍼런스('16.4)

애니, 게임, 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수요기반 확대

− ‘e-스포츠경기장’ 개관('16.4), 애니센터 재건축 추진 등 상상산업 기반 확대

− 독립영화 공공배급망, 우리마을 소극장 확충 등 영상문화의 다양성 확보

도심 특화산업 재생 및 성장 지원

종로 주얼리 : 주얼리지원센터 2관 준공('16.12), 주얼리위크 등 취 창업 지원

성수 수제화 : 공동판매장 공방 확대(10개소) 및 신진디자이너 경진대회('16.10)

중구 인쇄 :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인쇄 문화축제('16.9) 등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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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체계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따른 종합지원 : 기업수 증가 623개('12) → 2,801개('15)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원기능 강화 : 마을기업 발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확대 : 8개('15) → 10개(’16)

지역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선정 : 6개구(’15) → 1~2개 추가 선정('16)

       ※ 6개구 : 관악(아이돌봄), 광진(어르신돌봄), 노원(자원순환), 마포(문화예술), 성동(패션), 성북(도시재생)

사회투자기금 운영개편으로 사회적경제 자본조달 확충

− 사회투자기금 운영방식 전면 개편 : 민간위탁 ⇒ 市 직영(’17년 시행)

− 시 기금 규모 확대 추진 : 500억원(’15) → 526억원(’16) → 750억원(’17)

민‧관협력을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서울창업허브>

창업저변 확대 및 효율적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인프라 확충

− 서울창업허브 개관(’17.2, 마포) : 창업 원스톱 토탈서비스 제공

−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개관(’16.9, 용산나진상가)

: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 창업지원, 수출판로 개척

− 테크숍(Tech Shop) 설치(’16.3, 용산나진‧세운상가) : 시제품 제작지원

민간 전문가·창업기관 협업을 통한 창업 붐 조성

−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공간‧멘토링‧컨설팅‧기업설명회 등 지원(연 250팀)

− 창업성공기업대표‧투자사 등이 참여하는 ‘100인의 서울창업포럼’ 활성화(월1회)

외국인 자본 및 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핀테크(Fin-Tech : 금융+IT) 산업 투자 유치 및 체계적 지원 추진

− 세계적 액셀러레이터 영국기업 엔틱(ENTIQ)사 서울캠퍼스 개소 및 해커톤('16.6)

전략 지역 투자유치 본격 추진 및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확대 여건 조성

− 중국전문가 청책, 산둥성 등 주한대표처 간담회, 중국투자유치주간 행사(’16.10)

− 제1회 외국인투자기업의 날(’16.10), 우수 외국기업 참가 글로벌 채용박람회(’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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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동반성장 경제 실현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추진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및 협약('16.2)을 통해 공정한 삶의 가치 실현

− 불공정 관행 개선,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열악한 노동여건 해소 등 포용동반성장 실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분야별 실천과제 추진 : 3개 분야, 16대 실천과제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16.5)

− 경제민주화위원회, 국내외 지차체 협력 등 대외협력 거버넌스('16.5~)

− ‘경제민주화 지표’를 개발('16.3~9)하여 실천과제 평가('16.12)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

골목상권‧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 상생협력

금융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확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피해구제

서울형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서울형 소상공인 ․ 시장 활성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중소상공인 판매의 장 활성화

− 서울야시장 상설 운영(’16.3~10) : 한강공원, DDP, 청계광장, 목동운동장

− 시민시장 규제완화 및 자립기반 지원('16) : 20개소 → 40개소

− 유휴부지 활용 민관협력 컨테이너샵 조성 : 1개소(’16) → 3개소(’18)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 제고 : 26.6%('15) → 50%('18)

− 상가매입비 융자(최대 8억원, 최장 15년) 및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지원(최대 3천만원)

신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모델을 타 전통시장으로 확산

− 신시장 인증제도 개발 및 신시장 사업모델 확산방안 마련('16.5)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단계 마무리 및 2 3단계 추진

− 1단계(관리서비스동‧소매동) 공사 마무리, 임대상인 이전 배치 및 개장('16.5)

− 2‧3단계(청과, 수산동) 건설기본계획 보완 및 정부협의('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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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노동정책 모델 정립과 확산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으로 삶의 질 제고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단계적 적용을 통한 안정적 정착

1단계(‘15)
공공부문 1단계 적용 완료 : 총 1,039명(시 137, 투출기관 902)

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지급('15.8~)

2단계(‘16) 
공공부문 2단계 확산전략으로 ‘민간위탁·용역’에 생활임금 적용·추진

용역분야 생활임금 적용 실태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16.4~8)

 ※ ’16년 생활임금 기준액 : 7,145원(최저임금 6,030원 대비 118.5%) 

생활임금제 적용 ‘범사회적 분위기’ 확산

− 자국에서 생활임금 기적용 다국적기업, 강소기업, 대학‧은행 등 기업체와 MOU 체결

− ‘(가칭)생활임금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찾습니다’ 캠페인 개최(’16년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고용불안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 및 목표 : 7,043명 96.5%('16) → 7,296명 100%(’17)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33명 236명 4,122명 1,552명 253명

1차 : 직접고용 (총 1,369명) 2차 :  청소‧시설‧경비 등 간접고용 (총 5,927명)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관리제도 개선

− 노동조합과 임금·단체 협약 체결 및 촉탁계약직 관리규정 제정(’16년 상반기)

− 비정규직「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관련 예방지침‧매뉴얼 수립‧시행(’16.4)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 적용 연구용역 추진(’16.4~8)

− 일자리 창출 및 외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범 적용기관 2개소 선정

− 노동조건, 노동형태 등 기관별 근무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모델 개발

선정된 기관에 대한 단축모델은 노‧사 공동협의‧조정을 거쳐 확정

일반적 모델 설계(서울연구원)

단축 모델 및 사례에 대한 이론적 정리
개별 사례 발굴ㆍ합의(전문가 TF)

노사당사자, 전문가 등이 타협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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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간의 가치를 담은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경제거점 조성 

도심의 활력으로 재도약, 「다시 - 세운 프로젝트」

다시 걷는 세운, 보행네트워크 구축으로 입체도시로서의 가치 회복

  
보행
재생

(‘16.10) (‘17.2) (‘17.5)
광폭횡단보도 설치

다시세운광장 조성
공중보행교 설치

(세운상가~청계상가)
데크 정비

(세운・청계・대림상가)

다시 찾는 세운,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거점공간 운영

산업
재생

  다시세운협업지원센터 설립 : 장인발굴, 외부창업자와 협력 지원 등

  세운 리빙랩 시험운영 : 창업‧기술‧제작 지원, 시제품 개발 등

  젊은층의 소셜리빙랩‧신직업연구소‧시티캠퍼스(시립대) 등 전략기관 유치

다시 웃는 세운, 주민 주도 재생 기반 마련

공동체
재생

  자생적 주민조직인 “다시세운시민협의회” 운영

  기술 장인들의 협업 플랫폼 “수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21C 연금술사” 등 장인과 학생이 함께 하는 대안학교 운영 지원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의 변신,「장안평 자동차산업 복합단지 조성」

쇠퇴한 자동차 산업관련 집적지인 장안평에 대한 산업재생방안 마련

− 3+1(매매, 부품, 튜닝, 재제조)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고시(’16.6)

산업

지원

‣매매·부품·정비업 현대화,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동조합 및 튜닝산업 전환

산업
재생
지원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산업재생 거버넌스 구축, 선순환 정비모델 마련

‣재활용문화의 코어조성 및 관광자원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활성화계획 실현성 담보

−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매매, 부품단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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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국제업무와 MICE 핵심공간 조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현대차 GBC 건립 지원

− 사전협상(2월) → 지구단위계획 변경(6월) → 건축교통 통합심의(11월) → 건축허가(12월)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6.12)

주 경기장 보조 경기장 데 크

 일상적 ·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랜드마크로 조성

관중석 확충 등 현대화를 통한 

프로축구 등 체육활용성 제고

올림픽기념관, 판매시설 조성, 

가로활성화

시민여가를 위한 한강과 탄천 공원화 기본계획 마련(’16.11)

− 도로 지하화, 보행교를 통해 잠실운동장~한강․탄천 통합 공간 조성

− 수상이용시설, 야외공연장, 수영장 등 다양한 체험 공간, 합수부는 자연생태 공간

영동대로 복합환승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16.3~10)

− KTX, GTX- A&C, 위례-신사 경전철 및 공항터미널, 버스환승센터 등 원스톱복합환승

<도로지하화> <한강공원 및 수상이용시설> <탄천 및 보행교> <복합환승센터 구상도>

동북권 음악산업의 메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플랫폼 창동 61 조감도>

대형 전문공연시설인 ‘아레나’를 문화예술 산업거점으로 조성(’17.12 착공)

− 조기건립을 위해 ‘관 주도 계획’에서 ‘민간제안 후 관 검증’ 방식으로 전환

− 음악‧영상관련 문화‧상업 공간뿐만 아니라 이색 박물관(사진‧로봇) 건립

문화를 즐기고, 배우고, 나누며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 공간’ 운영(’16.4)

− 61개 컨테이너의 예술적 조합으로 구성된

신개념 문화공간이 각각 개성과 조화

− 문화예술(음악, 공연, 사진, 음반), 라이프스타일

(음식, 카페, 뷰티),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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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곳곳을 새로운 명소로 재생 

남산 예장자락 재생 

남산 예장자락의 자연경관 회복 및 도심관광 랜드마크 조성

− 공원(22,330㎡), 주차장(30면), 곤돌라(연장 888m) 신설

− 기존건물 철거, ’16년내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 서울역고가․세운상가 등과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 구축

시민펀드 발행계획 구체화 및 ‘수익금 친환경사업 재투자’ 방안 마련

− 시민펀드 발행을 위해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16.8), SPC설립 조례제정(안) 마련

− 수익금은 환경관련 사업 재투자를 위해 기금‧특별회계 조례(안) 마련(’16.12)

<남산예장자락>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국세청별관 철거 후>

지상부는 서울광장과 연계, 열린광장으로 조성(’17.6)

− 국세청 별관 건물 철거 및 비움의 열린 공간으로 역사문화광장 조성

− 성공회와 양해각서 체결 등 협치 강화

지하공간은 ‘서울 건축도시 전시관’으로 활용

− 서울 도시모형 전시, 근현대 서울의 개발사 아카이빙 등 

− 문화재 발굴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관련 절차 조기 이행(’16.6)

노들섬 문화명소화

<2차 공모당선작>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기지’ 구체화

− 시민참여 중심, 과정중심의 新도시재생프로세스를 통해 문화명소화 추진

운영구상(1차) 공모

(’15.6 ~ 8)
▶

운영계획 ‧ 시설구상(2차) 공모 

(’15.9 ~ 11)
▶

공간 ‧ 시설조성(3차) 공모

(’16.2 ~ 6)

− 운영조직 정비 및 계획검증(’16.10), 시설설계 마련(’16.12)

지속적 시민참여행사 및 사업 홍보로 공감대 형성

− 파일럿‧시민참여 프로그램(행사) 운영(’16)

− 홍보영상 제작, 기획보도 등 노들섬 사업 홍보(’16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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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주거재생

재생 현장 실행력 강화 및 희망지 사업 도입

3+5 재생활성화계획 수립완료(’16.9)에 따라 재생현장 실행력 강화

재생활성화희망지 공모 선정(최대 20곳) →주민역량 강화 후 사업시행(’16.6)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설치(’16.1) : 희망지 사업전담, 3+5사업 모니터링

3개 주거재생 선도사업

낙산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창신 숭인」

− 채석장 일대 명소화(’17년 착공), 봉제특화거리 조성(’16.12), 봉제박물관 착공(’16.11)

남산아래 첫동네,「해방촌」

− 신흥시장 개선(’16.12월 착공), 다양한 주민계층상생을 위한 ‘마을공동체규약’ 마련(’17)

G밸리를 품고 더하는 마을,「가리봉」

− 벌집(2개소 33호)을 마을공간으로 조성(’16.10), 우마길 중국관광 특화거리 조성

5개 주거재생 시범사업

더불어 희망을 만드는 장인의 마을「성수」

− 청년일자리 창출 공간지원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 서울숲 북측에 붉은벽돌 건축물이 밀집되어 독특한 건축경관 보존대책 마련

마음이 모여 행복한「장위마을」

− 빗물을 활용하여 골목청소, 조경수 등에 이용하는 친환경 마을 조성

− 국내 1세대 건축가 작품을 마을박물관(김중업 주택)으로 조성(’16.10)

청년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신촌」

− 지역주민 참여 다양한 열린 강좌 ‘오픈캠퍼스’

− 빈 점포(148개) 활용, ‘공실갤러리’ 사업 추진

함께 사는 골목동네「상도」

− 어린이집 1분 거리 안전골목공원 조성, 양녕대군 묘역 역사테마 둘레길 조성(’17)

주민이 만들어가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암사」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및 공방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17), 선사이야기길 조성(’17)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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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천만 관광도시 서울 조성

타깃시장별 공격적 마케팅 전개

기존 타깃시장 외 신규시장까지 마케팅 시장 다변화로 관광객 유치 확대

− 적극 공략시장 (중국,동남아),성장 촉진시장 (일본,미국),잠재시장(중동,러시아) 등

− 중국관광객 유치 특별대책 추진 : 핵심여행사 타깃마케팅, 크루즈 관광객 유치

시장 유형별로 서울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추진

− 해외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촬영지원, 방송 신문 등 전통매체 활용 마케팅 강화

− 페이스북 웨이보 등 인기 SNS 채널 활용 정보 확산, 글로벌 기업과 협업 강화

− 글로벌 메이트 참여 메가 이벤트 전개 (’16.10) 및 자발적인 관광콘텐츠 제작 확산

서울관광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서울관광 혁신 TF 구성 ‧ 운영(’16.3)

− 관광업계, 관광전문가, 유관기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민 관 협력 TF 운영 (월 1회)

− 실천과제 발굴부터 해소까지 전 과정을 관광업계와 함께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당요금 근절, 환대분위기 조성

− 관광불편처리센터 운영, 부당요금 피해보상제 확대 등

관광현장 자정처리 시스템 강화

− 환대주간 운영, 거리 캠페인 등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 서울관광 정보 제공 : 모바일 중심의 정보 제공 강화, 대표 가이드북 배포 (200만부)

− 관광안내 서비스 강화 : 관광안내소 통 폐합, 홍대여행자편의시설 설치 운영(’16.11)

− 관광현장 언어불편 해소 : 안내표지판 정비, 통역안내시스템 및 외국어 메뉴판 보급

서울시가 보증하는 고품질 관광상품 개발 유도

− 서울관광 인바운드 여행상품 거래 온라인 플랫폼 개발 운영 (’16.9)

− 음식, 한류, 전통문화, 야간관광 등 개별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상품 판매

<부당요금 근절 거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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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MICE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 활성화

− MICE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발굴→유치→개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 참가자 환대서비스 시행 : 인천공항 등 환영메세지 표출, 특화관광 코스 확대 등

− MICE 얼라이언스 확대 운영 (195개사 →220개사), 인재뱅크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 진료수가의 단계적 제공,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운영('16.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협력)

− 협력기관 대상 공항 픽업 서비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지원, 의료관광 코스 개발

한류관광 활성화 지원

− K-pop 댄스 보컬 (SM TOWN), 방송체험, 한류스타

메이크업 체험 등 한류 체험 프로그램 확대

− 민 관 협의체 운영 ('16.2), 서울의 10대 한류명소 선정('16.6)

스포츠와 관광을 융합한 스포츠 관광자원화 추진

− 국제경기 관람 관광수요 창출 :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 국제 테니스 대회 등

− 월드컵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등에 공연 이벤트 유치로 스포츠시설의 관광자원화

월드컵 ･잠실경기장 (3만명 이상) 고척 스카이돔 (2만명 전후) 장충체육관 (4천명 이하)

드림콘서트, SM타운 콘서트, 

롯데면세점 페스티벌 등

지역문화축제, K-POP 콘서트,

e-스포츠 등 이색스포츠 행사

프란츠 하라리 매직쇼,

뮤지컬 고향역 등

<K-pop 댄스 체험>

서울관광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상품개발 및 판로지원 등 국내 여행업계 성장 지원

− 우수 관광상품에 대한 상품개발비 및 마케팅 지원,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등

− 서울 국제트래블마트 개최 ('16.9) : 800개 업체 참여, 의료 웨딩 특별전시관 운영

관광 스타트업 성장 지원

− 프로젝트 공모전 개최 ('16.4) : 15개 업체, 업체별 사업개발비 지원 (20백만원 내외)

− 우수 스타트업 홍보지원 ('16.4) : 우수 콘텐츠 선정,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서울관광 민 ･ 관 거버넌스 강화

− 서울관광발전협의회(업계 학계 전문가), 관광 스타트업 자문단(스타트업 대표) 운영

− 관광정책 토론마당 :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정주제에 대해 토론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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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문화로 행복한 시민의 삶 구현

역사도시의 정체성 확립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의 차질없는 준비

− 이코모스 현지실사를 대비하여 국내외 전문가 초빙하여 예비 점검('16년 상반기)

’16.1.26 ’16.2.1 ~ 3.1 ’16.3.2 ~ ’17.5 ’17.6 ~ 7 

등재신청서
제      출

신청서 심사
(형식요건)

이코모스(유네스코 사무국 자문기구) 평가 세계유산
등재결정서면심사 현지실사('16.10) 패널회의

세계유산 기준에 맞는 한양도성 보존․관리

− 한양도성 주변 체육․군 시설 등 51개 경관저해시설 이전․정비(’16.3)

− 남산 회현자락 발굴유구의 현장유적박물관 조성(’16.4~12월 설계, '17년 착공)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16.6)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6.6)

 혜화동 전시‧순성
 안내센터 개관 ('16.7)

 안내표지판 일체
 정비 완료 ('16.12)

유산가치 공유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이코모스 역사도시마을분과위원회(CIVVIH) 서울 총회 개최(’16.11)

− 한양도성문화제 개최(’16.10), 한양도성 해설 순성 프로그램 운영(’16.3~11)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왕궁 추정지 발굴 순서>

서울 2천년 역사의 핵심인 ‘한성백제유적’ 발굴 ‧ 보존
−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연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16)

− 2-3권역 기획‧순차 발굴 추진으로 역사성 조기규명

− 풍납토성 주민 조기보상으로 재산권 보장(국비, 지방채)

개발과 역사가 공존하는 ‘매장문화재’ 보존 ‧ 활용

− ‘(가칭)매장문화재 119’ 신설(’16) : 보존 유적 상시모니터링‧보수‧보강

− 공평1·2·4지구·대관정 유구전시관(’18) 등을 종로‧청진지구 유적들과 관광코스화

서울 곳곳 다양한 테마박물관 조성

− 舊 북부지원 활용 ‘시민생활사박물관’ 조성(’16.4~, 기본‧실시설계)

− 지역예술인, 소장품을 연계한 ‘서서울미술관 건립(’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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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향유기회 확대

장르 ‧ 지역 균형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다양한 장르 육성을 위한 특화 문화시설 확충

− 생활공예 및 공예산업 기반, 서울공예박물관 조성(’16.5 설계공모, ’18.9 개관)

− 평창동 미술문화자원의 허브역할 수행,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16.5 설계공모)

− 국악 활성화를 위한 돈화문 국악당(’16.6 개관), 민요박물관 건립(’16.6 기본계획수립)

유휴공간 및 폐시설 활용, 문화창작공간 조성 ‧ 개관

− 김포가압장을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로 개관(’16.7)

− 폐쇄된 지하보도를 문화창작공간으로 조성

: 휘경지하보도(’16.10), 홍대지하보도(’16.12)

− 노후된 대전차방호시설을 예술창작공간 리모델링(’16.12)

‘어디서나 10분 거리’ 공공 ‧작은도서관 확충

− 공릉문화복합센터 등 공공도서관 4개소, 작은도서관 25개소 확충(’16)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민관협력으로 공공미술 작품 설치를 통한 지역 명소화

− 상징성있는 공공용지, 재생지역에 공공미술사업

: 서울역고가, 여의도공원 창신·숭인 등

− 역량있는 ‘신진예술가’ 지원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사업 : 문래, 망원, 홍대 등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창작의 장’ 제공 및 ‘축제’ 개최

− 마을예술창작소 6개소 운영(’16.3~), 드럼페스티벌('16.5), 서울김장문화제('16.11)

예술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 예술인 종합 지원체계’ 마련

− 예술인의 정당한 창작권리 보장,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창작공간 지원 등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지원 활성화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3,750명), 문화소외계층예술교육 프로그램(24개 강좌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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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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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질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초미세먼지 발생 감축 등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대기오염 감축

교통분야

차량/
인프라

‣ 경유차 저공해화 : 운행경유차 15,4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 친환경차 전환 : 경유전세버스 CNG전환, 경찰버스·청소차 저공해화 

‣ 전기차 보급 : 공공‧민간 총 911대, G밸리 전기차 셰어링(’16.4~) 

‣ 충전 인프라 강화 : 급속충전기 확충(67개), 충전시설 호환성 향상

생활분야

청소/
보일러

‣ 도로먼지 방지를 위한 ‘분진흡입 청소차량’ 확충 

  : 35대(’15) → 43대(’16), 8대 추가보급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1,000대, 저녹스(低NOx) 버너 보급 374대

기후변화 선도 및 대기질의 외부영향 완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에너지살림도시 성과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공유로 우수사례 세계도시 확산

− 新기후체제에서 도시 간 협력강화를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16.9)

− 정부·수도권지자체 상설 협의체 발족·운영(’16.1~), 동북아대기질 개선 국제포럼(’16.5)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추진

<한성백제박물관 태양광>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16년말까지 태양광 120㎿, 연료전지 120㎿ 등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 한강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16.7), 태양광엑스포(’16.9) 등 시민의식 제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16.7), 가상발전소 공동주택으로 확대

−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 4.5천호 보급(’16.8)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 공공시설 등대프로젝트 확대(9개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

− 공공건물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시행(’16.7), 에너지자립마을 55개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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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순환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생활폐기물 ’15년 대비 10% 감량 추진

− 자원회수시설 성상검사 비율 확대(10%→20%), 감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성공모델 확산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 등 처리기반 확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공공처리시설 확충

− RFID 보급 확대(’15년 405천 세대→’16년 645천 세대), 단독주택 RFID 시범사업 실시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자원이 순환되는 재활용 도시 조성

<서울재사용플라자>

시민참여를 통한 재활용 ·재사용 문화 정착

−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추진(’17.1월 준공예정)

− 재사용플라자 주변 환경개선 및 업사이클문화 붐업(’16.4~)

− 광화문‧뚝섬 나눔장터 및 자치구 지역나눔장터 운영(’16.4~)

생활쓰레기 원천감량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전개

−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비닐줄이기 등 캠페인 전개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가이드라인 마련(’16.3)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 

주요 도심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환경 개선

− ‘서울365청결기동대’ 확충(52명→ 64명), 재미‧신기술 가미한 가로휴지통(307개) 설치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불편민원별 해소방안 마련

악  취 소  음 석  면 실내공기질
간이 악취측정기 보급

(10개 자치구)

악취배출업소 단속

소음발생 원인별

매뉴얼 보급('16.3)

교통소음지도 제작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학교건물 석면건축자재 

고착화시범사업(‘16.5~12)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16.5~11)

우수시설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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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푸른도시 조성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원으로 노후시설 재생

마포석유비축기지 친환경 공간 조성(’16.3월 착공)

− 시민참여형 공원운영주체 결정(’16.6) 및 개원(’17.5)

폐철도부지를 숲길 공원으로 조성 : 산책로, 자전거길 등

− 경의선숲길 전 구간(102㎢, 4.35㎞) 개원(’16.5)

− 경춘선숲길 2단계(55㎢, 1.1㎞) 개원(’16.10) → 전구간(168㎢, 5.5㎞) 개원(’17.5)

<마포석유비축기지>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서울, 꽃으로 피다 2.0」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문화 확산

− 마을거점 공간에 ‘시민 가드닝 센터’ 2개소 시범 운영(’16년 하반기)

− 시민정원사 인증 등 시민녹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16년 하반기)

− 제2회 서울정원박람회 개최(’16.10) : 민관협력으로 생활정원 전시 등

자연과 만나는 ‘걷고 싶은 서울길’ 조성

− 서울둘레길을 국내 대표 트레킹코스로 명소화

: 완주인증서 6,222명(’15) → 13,000명('16)

− 테마 산책길, 치유의 숲길, 무장애 숲길 확대

도심 생태환경 복원

<녹지축 연결>

‘생물다양성 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자연성 회복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비전·전략 마련(’16.8)

− 멸종위기종 등 증식·복원 확대,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설치 운영(’16.7)

자연과 사람의 공존 위한 단절된 녹지축 연결

− 단절된 녹지축 연결의 설치·관리기준 마련(’16.3)

− 녹지연결로 6개소 조성('16) : 양재대로, 무악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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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회복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

자연성 회복을 통한 생태 공간 조성

생태계 복원과 시민 휴식처에 기여하는 한강숲 조성

− 생태계 복원(생태숲), 시민쉼터(이용숲), 경관보호(완충숲) 등 빽빽한 한강숲 조성

경관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 확대

− 교량하부 녹화, 백리 꽃길 조성, 고수호안 녹화 등

생태 거점 조성(이촌, 여의샛강)을 통한 자연성 회복 확산

− 이촌권역 자연성회복,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 및 생물서식처 복원 등('18)

<이촌권역 조성(안)> 

세계인이 즐기고 찾는‘관광 메카 한강’구현

<함상공원 조성(안)>

한강몽땅 여름축제 및 이색 축제를 아시아 대표 축제로 성장

− 관광 특화 상품 프로그램 조기 개발('16.2~3)

− 이색달리기 축제('16.6), 이색다리 축제('16.10) 개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함상공원 조성, 문화예술 공간 무빙스토어 운영

− 수상교통수단(리버버스, 수륙양용버스 등) 타당성 조사

정부-서울시가 공동발표한 한강협력계획 핵심사업 추진

− 수상시설 :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조성('17년 착공)

− 육상시설 :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조성('17년 기본‧실시설계)

수난 대응능력 강화로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

<수난사고 모의훈련>

수상 안전사고 대응 훈련 강화 및 민․관 합동 점검

− ‘한강 안전대책추진단(TF)’ 구성(’16.2), 민 관 합동훈련(연2회 이상) 실시

− 특별점검(월1회 이상) 및 실 국 교차점검, 업체 직원 교육(연3회 이상)

유람선 등 수상시설물 안전기준 마련 및 점검 시행

− 유람선 및 선박 : 선박안전법 기준 안전검사(’16.5)

− 기타 시설물 : 자체 안전시스템에 의한 안전관리강화(’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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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도시 서울 구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혁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실현

 소통 강화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 구현

 5. 열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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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도시 서울 구현

     

글로벌 디지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구축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수립 발표(’16.2)

− 시정 각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 글로벌 디지털 수도 서울의 청사진 마련

− 시민의 주도적인 소통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와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

디지털 도시 랜드마크, 「S플렉스센터」 조성('16.2월 준공)

− e스포츠 경기장(’16.4), IT공방(’16.4), 교통방송(’16.6)

통합보안관제센터(’16.6), 클라우드센터(’16.9) 등 입주

− 공공·민간 임대시설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 및 상생효과

− IT·디지털미디어·문화콘텐츠 시너지효과 창출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16.9월 준공)

− ICT 중심의 다양한 분야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 글로벌 네트워킹 공간, 빅데이터랩, 창조교육센터 등

디지털 도시 지원을 위한 ｢서울디지털재단｣ 설립(’16.5)

−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ICT 정책연구 및 컨설팅 수행

−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등 디지털 관련 위탁사업 추진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 5,220 AP(’16.2) → 10,000 AP 구축완료(’18)

−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거리 관광명소 등 서울 전역 와이파이존 구축

<S플렉스센터(상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사물인터넷(IoT) 도시 서울 조성 

북촌 사물인터넷서비스 고도화 및 브랜드화 추진

−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인프라 고도화, 브랜드화를 통한 국내외 방문객 유치

지역별로 특화된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 주거지역은 시민안전·생활편의 서비스, 상권지역은 관광활성화 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큐베이션 센터 구축·운영(’16.10)

− 스타트업(Start-up) 유치 인큐베이팅, 글로벌 기업 연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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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혁신  

청년의 활동과 자립기반 구축

2020 서울형 청년보장 : 사회참여, 역량강화, 생활안정 등 청년자립기반 확보

− 청년활동지원, 청년뉴딜일자리 등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강화

− 무중력지대 성북 개관(’16.10), 청년허브·청년청·무중력지대(G밸리, 대방) 운영

−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16.2~, 300명) : 청년정책 컨퍼런스, 청년의회 등

설자리 청년활동지원
만 19세~29세 서울 거주 저소득 미취업자 등 3천명 이내

활동계획 실행시 최대 6개월, 월 50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

일자리 청년뉴딜일자리
'16년 1,500명, '20년까지 15,500명 

일경험, 일터기반학습 프로그램 지원 (참여기간 23개월로 연장)

살자리
청년1인가구 주거지원

희망두배통장

주거빈곤층 대상으로 '18년까지 4,440호 공급

'20년까지 3,000명 지원, 저축금액의 50%~100% 매칭

놀자리 청년활력공간
시 직접 조성 : 청년청, 무중력지대 등 '20년까지 총 8개소

민간공간지원 : 생활권 내 청년공간을 '20년까지 총 50개소

시민과 협력하여 사회문제 해결

사회혁신 전진기지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

− 혁신정책 조사 연구, 의제발굴 지원 등을 위한 ‘리서치랩’

및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리빙랩’(10개 과제) 운영

− UNDP와 협력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정부 간 혁신사업 성과공유 추진

−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기관과의 혁신사례 교류 공유를 위한 거점역할 수행

민관협력 추진체계 조기 안착으로 협치시정 기반 마련

− 협치학교를 통한 협치의 가치 인식공유 및 위원회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간역량을 결집시키는 지역 협력구조 구축

정책박람회 확대 등 천만 시민의 상상이 실현되는 시민참여 혁신플랫폼 운영

<서울혁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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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실현

조달 행정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서울시 모든 계약정보 통합 ․ 공개('16.2)

− 분산된 계약정보(행자부, 조달청 등) 통합,

시·자치구 발주계약의 전과정 공개

− 자치구별 희망기업 위치 및 제품 정보 제공

경쟁계약 확산 및 잘못된 계약관행 방지

− 수의계약(물품) 가능범위 축소 : 2천만원 → 1천5백만원 이하('16.1)

− 연 5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 금지(’16.1)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의 보안성·객관성·투명성 강화(’16.3)

채무 ‧ 부채 감축 및 재정혁신 
통합재정관리(시 +투자 출연기관)를 통한 채무 ‧ 부채 동반 감축

채무 민선6기까지 총 10조원 감축

시
6,450억원

+
SH공사

△10조5,743억원
+

양 공사
△2,818억원

+
농수산식품
1,544억원 =△10조 567억원

목표 ’16 △59,641억원 ⇒ ’17 △78,056억원 ⇒ ’18 △100,567억원

부채 ’15년까지 증가 추세이나 ’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총 1조원 이상 감축 추진

− 서울시 : 서민복지 및 시민안전 사업비 증가에도, 부채 채무 증가 최소화

− SH공사 : 차질없는 임대주택 건설 추진과 동시에 부채 채무 감축 최대화

− 양공사 :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 채무 감축

시민참여를 통한 市 재정확충 추진전략

− 시민펀드 : 시민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사업 추진에 따른 발생 수익금 배당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social impact bond)

: 공공사업 초기 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 성과목표 달성시 예산집행

− 리츠(REITs) : 시민에게 투자받아 부동산 대출채권에 투자, 발생 수익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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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통 강화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 구현 

열린 시민공간「시민청」운영 및 확산

시민소통의 대표공간인 시민청 운영

− 500만명 방문, 프로그램 운영 25,453회, 대관 2,082회 ('13~'15)

− 시민기획단(50명) 운영, 무료대관 확대 등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별 시민청 확산 추진

− SBA 컨벤션센터를 활용한 ‘동남권역 시민청’ 공사 개관(’16.6)

− 한울중학교 이적지를 활용한 ‘서남권역 시민청’ 조성계획 수립(’16년 상반기)

<토요일은 청이 좋아>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1인 미디어 간담회>

온라인 공간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성 및 소통편의 강화

− 영향력있는 1인미디어 및블로거 협회 등과 협치 구축('16.3)

− 민간포털과 제휴협력 : ‘서울 문화·관광콘텐츠채널’ 개설(’16.1)

− ‘내손안에 서울’을 통한 시정 콘텐츠 제작 확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 추진

− 공익변호사(4명) 활용, 시민 권리보호를 위해 시민대상 법률자문 제공('16.1)

− 어렵고 복잡한 민원해결을 지원하는「민원도우미」운영(8명→ 14명)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브랜드 마케팅

시민브랜드(Citizen Brand)로서 시민주도의 서울브랜드 확산

− 시민이 서울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상징물 조례 개정(’16.3)

− 시민이 즐기고 참여하는 서울브랜드 캠페인(분기별 1회, ’16.4~) 및 포럼 개최

를 활용한 국내외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 해외도시 현지 마케팅(’16.4~), 스포츠 관광 마케팅(’16.5~), 외국어 홈페이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