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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인구 및 면적('18. 12월말 기준)

인 구 － 4,264천 세대 10,050천명 (내국인 9,766천명, 등록외국인 284천명)

면 적 － 605.21㎢ (전국의 0.6%)

행정구역 － 25개 자치구, 424개동(12,707통 / 95,156반)

    

 조직 및 인력 ('19. 2월 현재)

서울시 - 3부시장, 6실 5본부 8국 14관 단, 156과·담당관, 3사업본부,

32직속기관(24개 소방서 포함), 47사업소, 2합의제

▹ 정 원 : 18,427명(본청4,583, 시의회328, 직속기관8,020, 사업소5,339, 합의제157)

자치구 - 25개구 140국 824과 담당관, 25보건소

▹ 정 원 : 34,175명(구청 25,424명, 주민센터 8,751명)

강
북

인구 : 14개구 4,861천명(48.4%)
면적 : 297.81㎢(49.2%)

강
남

인구 : 11개구 5,188천명(51.6%)
면적 : 307.3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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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재정운용

예산규모

＜ 총 계 예 산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합 계 35조 7,416 31조 8,141 3조 9,275(12.3%)

일반회계 24조 1,683 22조 4,665 1조 7,019 (7.6%)

특별회계 11조 5,733 9조 3,476 2조 2,256(23.8%)

회계간 전출입 : 3조 8,605억원


＜ 순 계 예 산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합 계 31조 8,811 28조 179 3조 8,631(13.8%)

일반회계 20조 9,186 19조 1,641 1조 7,545 (9.4%)

특별회계 10조 9,625 8조 8,538 2조 1,086(23.8%)

법정의무경비 : 8조 7,435억원

- 자치구 4조 6,862억원, 시 교육청 3조 289억원, 채무상환 5,875억원, 기금전출금 등 4,409억원 -


＜ 실집행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합 계 23조 1,376 19조 7,960 3조 3,416(16.9%)

일반회계 12조 8,425 11조 2,992 1조 5,433(13.7%)

특별회계 10조 2,951 8조 4,968 1조 7,983(21.2%)

기금규모 － 16개 기금 3조 398억원 ('18년 대비 1,745억원, 5.7% 감소)

자 치 구 － 15조 7,556억원 ('18년 당초 대비 12.8% 증가, 1구 평균 6,3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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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비중(순계규모)

지방채 현황(’18년 12월 기준) － 서울시 3조 8,356억원

(단위 : 억원)

계
도시철도
건 설

주택사업
SOC

경기부양
상‧하수도 등

38,356
26,258
(68.5%)

8,696
(22.7%)

3,000
(7.8%)

4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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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 정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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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 시정운영방향

 시민 삶의 현장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형평의 관점에서 사회에

산재한 격차를 해소하여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구현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구현

－ 창업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 노동권익보호를 위한노동존중문화확산 및경제민주화를통한상생공정경제실현

－ 생활 속 문화 일상화,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문화체육도시 조성

▮시민 삶의 불안과 불편없는‘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조성

－ 위험요소 선제적 확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 대기질 개선, 에너지효율화, 자원순환, 녹지확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구현

－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 구현

－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시민 건강 증진 및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사람과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으로‘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조성

－ 도시공간의 가치를 담은 도시재생 및 지역별 특화된 균형성장 기반 마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동체 주거문화 회복

▮평등에 기반한 소통과 혁신으로‘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서울’실현

－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서울,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혁신 추진

－ 지역상생과 남북교류협력으로 지방 - 서울 - 남북이 동반 성장

－ 시민 주도의 시정참여와 소통 강화, 청렴도 향상 등 시정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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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요업무 추진현황 

1. 함 께  성 장 하 는 미 래 서 울

2. 쾌적하고 편리한 안 전 서 울

3. 민생을 책임지는 복 지 서 울

4. 고르게 발전하는 균 형 서 울

5. 시민이 주인되는 민 주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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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

 5천만 서울관광 시대를 향한 성장기반 구축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자리 만들기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 구현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공정 경제 실현

 스마트 서울의 새로운 가치창조

 시민이 행복한 문화체육도시 조성

 1.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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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

글로벌 TOP5 혁신창업도시 도약

창업지원시설 혁신과 산업거점별 특화시설 확충

글로벌 기준에 맞는 창업지원시설 전면혁신

− 창업지원시설의 운영방식‧성과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전수평가 (’19.3)

− 전문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지원시설 혁신계획 수립·추진(’19.7~)

중앙정부·민간운영 포함 전체 창업지원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내 총 194개 창업지원시설별 지원 특성화 및 연계강화

− 서울시 창업기업 정보를 DB화하여 투자자와의 공유서비스 제공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지역별 특화전문 창업시설 집중 확충

− AI, 바이오, 빅데이터 등 신산업거점에 전문 보육센터 단계적 확대(’22년까지, 약 56천㎡)

− 거점별 창업지원시설 중심으로 기업별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

※ 서울창업허브(컨트롤타워)–산업클러스터(거점센터)-업종 기술(단위센터)

인재양성부터 투자유치까지 창업생태계 성장촉진

과기부 공동으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설립(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 과기부와 MOU 체결, 설립추진단 운영으로 ICT 융합형 혁신인재 양성(’19년 하반기 개관)

− ‘프로젝트 기반 솔루션’ 제공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인재 양성(연 500명 이상)

− 강사, 학비, 교재 3無원칙, 게이미피케이션 등 혁신교육시스템, 학생 간 상호평가

혁신성장펀드 1조2천억원 조성·운용 및 벤처캐피탈(VC)과 연계한 투자유치

− 7개 분야, 1조 2천억원 조성(~22년), 평균 6억원 내외 투자로 2,000개 기업 지원

※ 7개 분야 : 창업·재도전·4차산업·스마트시티·문화콘텐츠·바이오·소셜벤처

− 엔젤투자자와 SBA의 창업단계 매칭투자로 창업기업 설립단계 공공지원 역할 강화

− “투자자–창업기업”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매칭플랫폼 구축 (’19.6)

외국인 투자유치 플랫폼 강화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 경험과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투자유치단 설치(’19.7) 및

투자포털(Invest Seoul) 개편을 통한〔1:1 맞춤형 대응체계〕구축(’19.6)

− 비자·창업·정주 관련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완비를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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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바이오의료산업 선도도시로 육성

바이오의료 앵커시설 ‘서울바이오허브’ 조성(~’19년)

− 규 모 : 부지 21,937㎡, 건물 3개동 10,058㎡
▸①산업지원동(’17.10), ②연구실험동(’19.3), ③지역열린동(’19.9)

− 주요시설 : 기업‧협력사 입주공간, 공용 연구실험실 등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기업 입주공간 단계적 확충(~’21년)

<BT-IT융합센터(’20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21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21년)>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지원 기반 마련

−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산업 생태계 고도화(~19년)

− 산․학․연․병이 참여하는 바이오산업 거버넌스인 ‘홍릉발전협의체’ 구성(’19.5)

−제2호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운영 : 연 200억원(’22년까지 1,000억원)

양재를 AI·빅데이터 R&D 혁신거점으로 육성

AI분야 기업입주수요에 대응 맞춤형 공간 적기 공급

− 교총회관 등 공공·민간건물 추가 임차를 통해 기업 입주공간 확충(~’19.10)

− 공공 가용공간을 활용한 기업지원공간 조성(~’23년)

‘양재 혁신허브’를 구심점으로 지속가능한 R&D생태계 구축

− 자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주도 ‘양재포럼’ 구성(’19.8)

− 인공지능 인재양성 강화(’18년 대비 2배) 및 중소․중견 AI기업 - KAIST 연계

협업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신설

글로벌 산학협력의 중심, ‘양재 R&D 캠퍼스’ 조성

−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기업․연구소를

집적하여 산학협력의 글로벌 연구․창업 중심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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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를 IT 융․복합 산업중심지로 육성
산업(기업)간 융․복합 촉진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 하드웨어 전문 메이커 지원시설 개관(’19.4 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 펀딩 지원)

․위치 / 규모 : G밸리 2단지, 연면적 1,000㎡

․주요시설 : 교육장, 장비실(금형, 테스트), 스타트업 공유공간 등

․운영체계 : SBA, 테크노니아 등 공동운영(운영인력 14명)

․사 업 비(’19) : 13.6억원(운영비)

− G밸리 기업, 지원기관, 전문가 참여, ‘G밸리 포럼’ 구성 운영(’19.6)

− G밸리 내 산업간 융․복합 기업 R&D 자금 지원(10억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G밸리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

−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19.10)

− 문화․복지센터(’20.7월 준공), G밸리 산업관(’21년 개관)

− 철산교 하부도로 확장 및 안양천 남측교량 신설(’21년 준공),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22년 준공)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일정요건(기술성 등)을 충족하는 혁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확대

− 기업의 구매제안을 접수 심사해 공공구매와 연계

− 市-기업을 연결하는 구매절차 통합플랫폼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

− 市 R&D지원으로 개발된 제품 구매근거 마련, 수의계약 대상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혁신기술 제품에 테스트베드 실증기회 제공 대폭 확대

− 실증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존「사업비 지원형」대폭 확대(55억➝100억)

−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실증확인을 제공하는「실증기회 제공형」신규도입

  챌린지를 통한 혁신기술 상용화 촉진

− 혁신인재들의 도전, 창업을 유도하는 민간부문의 챌린지 지원

▸ 서울 개최 챌린지 일정을 캘린더화, 시 후원명칭 사용, 우수참가자에 시장상 수여 등

− 신기술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서울 글로벌 챌린지」 개최

▸ 세계 대도시가 겪고 있는 도시문제를 도전과제로 선정, 혁신기술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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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업 육성 및 성장기반 마련

“글로벌 패션 허브도시” 서울로 도약
패션 브랜드의 판로확대 및 글로벌화 추진

− V-커머스(Video Commerce) 등을 활용한 유통 혁신과 바이어 발굴 확대

− 해커톤 및 컨설팅 실시를 통해 동대문 패션상권 재도약

− 교류 패션쇼, 패션스쿨 연계 등 선진 패션도시와 교류 확대

< 만나고, 개척하고, 성장하는 ‘서울패션 허브’ 조성 >

조속한 자산교환과 기본구상 발표로 서울패션허브 가시화(’19.3)

- 패션허브 조성을 위한 자산교환 협약 체결(재무국 협조)

기재부 경찰청-서울시간 합의도출(위치: 동대문 기동본부)

- 패션 가치사슬을 혁신하는 패션허브 기본구상 발표

봉제산업의 스마트화로 일감확대 지원

− (작업환경) 봉제공장,샘플 패턴실 ‘환경개선’ 지원확대(’19년 33억)

− (생산공정) 4차산업혁명기술접목을통한생산성혁신(중랑 강북 스마트앵커 추진)

− (유 통) 일감연계를 중개하는 제조플랫폼 활용을 통한 국 내외 일감 확대

− (브 랜 드) ‘메이드 인 서울’ 인증을 통해 해외판로지원 확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

제2핀테크랩 조성 등으로 금융산업 활성화

− ‘마포’ 창업허브에 기 설립 운영 중인 핀테크랩과 연계하여

‘여의도 금융 중심지’ 내 제2핀테크랩 조성(’19.5월 개관)

공간확보 및 임대 계약 사무실 조성 및 입주기업 선발 제2핀테크랩 개관

'19. 2 '19.3~4 '19. 5

−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 엑셀러레이터

(민간벤처육성기업)를 선발하여 투자유치 및 R&D 성과 창출

핀테크 아카데미 확대 운영 등

− 연간교육인원 60명(’18년) ⇒ 100명(’19년)으로 확대 운영

− 금융빅데이터 분석 등 분야별 전문 교육과정 확대

− 아시아 핀테크·블록체인 위크 개최(’19.9~10월 중, 4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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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문화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영상·게임 등 문화콘텐츠 인프라 조성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19년 설계․철거완료 및

신축공사 시작(10월)으로 ’22년까지 재건축 완료

− (서울시네마테크) ’19년 설계완료 및 착공(9월),

’21년 6월 개관

한류·문화콘텐츠 전주기적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 강화

− 혁신 콘텐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운용(’22년까지 1천억원 투자)

− 영화, 게임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한류콘텐츠 공모전 개최로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확대(’18년 12억→’19년 15억)

<애니센터 조감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

도시농업 체험공간, ‘농업공화국’ 및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

− (농업공화국) 전시관, 농식품 스타트업 공간, 체험농장 등

‣ 강서 마곡도시개발사업 지역내 지하1~지상3층, 연면적 9,810㎡

− (도시농업 복합공간) : 공동체 부엌, 북카페, 농자재보관소 등

권역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장 소
강동구 파믹스센터

기능 확대
농업공화국 조성 관악구

도봉․노원․강북․성북·
중랑구중1개지역선정

일 정 기 조성(’18. 5) ’20.1~’21.9 ’19.5~10 ’19.8~’20.10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심 생태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회복

− 도시농부 회원제(’19.7)를 통해 개인별 활동수준･여건에 맞춘 체계적 지원

− 자투리･상자텃밭 등 생활권 텃밭 확대로 도시농업 실천 가능 공간 확대

<농업공화국 조성>

지역활력을 창출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확대 

대학자산 연계 창업 활성화로 대학의 창업전진기지화

− 창업집중 종합형 캠퍼스타운 확대 : 시범1(고려대)→ 4개소(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추가)

▸ 종합형 캠퍼스타운 내 창업지원시설 조성 : 4개소(대학별 1개소, 창업공간 100여개 확보)

− 대학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마련(컨설팅,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 (예비)창업가의 자금 조달 여건 확대(기업활동설명(IR), 창업경진대회 등 수시 개최)

− 관련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내실화를 통한 대학 창업생태계 고도화

※ SH(도전숙 지원), 서울교통공사(지하철역 공간 창업지원),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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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천만 서울관광 시대를 향한 성장기반 구축

시민 모두가 일상 속 생활관광 향유 기반 마련

생활관광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여행 편의 서비스 제공

− 생활 밀착형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국’ 운영(3월~)

− ‘대화형 챗봇(chatbot)’ 개발로 24시간 안내서비스 제공(한･영, 3~9월 개발, 10월 개시)

− ‘(가칭)서울시민 관광패스’ 출시('19.6월 5천매), 관광시설･쇼핑･공연 등 할인 제공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으로 보편적 관광향유권 강화

−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휴가비 지원(2천명, 7월~)

− 장애인(지체･발달･시각･청각) 및 저소득층 맞춤형 여행프로그램 운영(2천명, 4월~)

모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관광환경 조성

− 관광약자 여행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다누림관광센터’ 활성화

− 무장애 관광포털(3월)･휠체어 리프트 장착 특장버스(3월) 운영을 통한 여행활동 지원 등

<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 < 관광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 맞춤형 여행활동 지원>

서울 관광 생태계 혁신

강소 관광기업 육성을 통한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관광사업체 맞춤형 R&D 지원(관광콘텐츠 개발 등)

− 여행업 중심의 ‘서울국제트래블마트’를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로 확대(6월)

− 관광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자치구와 함께하는 지역주도형 관광생태계 조성

− ‘마을관광육성단’ 구성 및 자치구 공모를 통해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지원

− 지역주민-관광객 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관광객 공존위원회｣ 구성 등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관광통역 안내사･국내여행 안내사 신규 양성(100명) 및 역량강화 교육(120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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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MICE 도시로의 도약

MICE 1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 MICE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으로 MICE 산업 성장 기반 마련(4월)

글로벌 MICE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혁신적 지원시스템 마련

− ‘민관 공동 MICE 유치단’ 구성, 글로벌 MICE 주최사와 전략적 제휴등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 ‘세계변호사협회 총회(9.22~27일 7천명)’ 등 1천명 이상 중대형 국제회의(13건) 성공적 개최지원

− 세계유수의 MICE 전시회(독일 IMEX, 스페인 IBTM 등)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추진

서울시 주도의 국제기구 ｢(가칭)세계 MICE선도도시 협의체｣ 설립 추진

− 국제기구(UIA 등)와 협업, 해외 주요 MICE 선도도시가 참여하는 국제기구 창설 추진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지속 확충

서울만의 새로운 볼거리, M.V.P(Must Visit Place) Seoul 20 코스 개발

− ‘서울’하면 생각나는 특색 있는 테마 선정 후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테마별

볼거리, 숙박, 음식, 즐길거리 등이 총망라된 ‘서울관광 20대 M.V.P 코스’ 개발

− DMZ, JSA 투어 코스 개발 등 평화관광 테마 포함, 서울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

서울 순례길을 아시아 대표 관광코스로 육성하여 특화관광 활성화

− 순례길 보행환경 및 안내체계 개선, 순례관광 콘텐츠 지속 개발, 해외마케팅 등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서울의 대표 관광 명물로 재탄생

− K-Pop 등 서울만의 특색을 반영한테마버스･시즌별 특별 이벤트 운영, 매표소 포토존 조성 등
 

    

국내･외 대표도시로서 서울관광 위상 제고
서울관광의 핵심 허브, ｢서울 관광플라자(가칭 ‘서울 관광聽’)｣ 조성 추진

− 유관기관 집적 및 관광 협력체계 구축으로 서울관광의 핵심 허브기능 수행

−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19.3~'20.9), 예산편성('20.12) 및 조성('21년)

해외 관광도시 등과 글로벌 관광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서울의 영향력 확대

− 마드리드 등 해외 주요 관광도시 및 해외 유력기업과 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 상호 보유 자산 활용, 비예산으로 공동 관광 마케팅 추진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지속 추진

− 한류스타등 활용 글로벌 마케팅 확대, 주요타겟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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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市 전 실․본부․국 역량집중
실･본부･국 일자리역량 결집으로 일자리 중심 사업추진 강화

− 고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침개정 추진

− 현안사업 의사결정 시 고용활성화 효과분석을 핵심 판단기준으로 추가

− 고용활성화 중요사업을 선정하여 재정 조기투입여부 등 공정관리 강화

실･본부･국 현장 소통으로 현장중심의 일자리 신규과제 발굴

－ 全 실·본부·국 일자리역량 결집하여 산업현장 주 1회 방문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주 1회 자체 일자리 대책회의를 통해 현장 수요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일자리 현장 확인 
중점부서 설정

해당 실·국·본부장
정책현장방문 (주1회)

실·국·본부 자체 
일자리대책회의 (주1회)

일자리 창출 TF 구성·운영으로 고용현안 집중관리

− 행정1부시장 주재 일자리 창출 TF 매월 1회 정례화 실시(’19.3)

▸ (구성)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관련 실·본부·국장 등

▸ (진행) 월1회 전체 일자리창출 TF 구성하여 고용 현안 집중 논의

▸ (논의분야) 공정관리, 행정절차 개선, 예산조기집행, 현장 애로사항 대책 논의 등

공공일자리사업 혁신 및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뉴딜일자리 민간기업 취업연계 확대(’19년 250개 사업, 5,450명)

− 新 뉴딜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청년 혁신창업기업 지원(’19년 200명)

− 뉴딜일자리 참여대학 선정후 우수중소기업과 연계(’18년 700명→’19년 900명)

− 우수기업 보유 협회선정 후 구인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18년 400명→’19년 500명)

 중소기업-청년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기본정보부터 채용정보, 평판조회까지 가능한 ‘우수 중소기업 통합정보 플랫폼’ 추진

※시 소재 우수중소기업 현황 : 약 17,122개(’18.12 기준)

− 청년 선호도조사 기반 서울 소재 100개 우수중소기업 탐방 실시(’19.6~)

− 기업의 채용비용 경감을 위한 우수중소기업 합동채용행사 연 2회(5,11월) 개최

− 민·관 협력형 취업박람회(서울시-KB국민은행「굿잡 취업박람회」) 추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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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의 삶을 바꾸는「노동존중」구현

그물망 지원체계를 통한 노동자 보호 강화

그물망 지원체계를 통한 노동자 보호 강화

− 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추진 : ’19년 5개 확충

▸ 12개(’18년)→ 17개(’19년)→ 22개 (’20년)→ 25개(’21년)

− 셔틀버스 기사를 위한 쉼터 등 취약노동자 지원 강화

− 소상공인 노무 컨설팅 시행을 위한 마을노무사 확대(’18년 50명→ ’19년 150명)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획기적 저감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으로 노동안전 확보(’19.5)

− 현장의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한 ‘노동안전조사관’ 운영

− 현장중심의 노동안전 책임제 운영으로 밀착형 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모든 노동의 보호 받을 권리 보장 지원

−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 지원 등 취약노동자의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지원

− ‘서울형 노동자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미조직 노동자 보호 강화

▸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이해대변기구 역할 수행

− 전담 사무국 설치 등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고도화

정규직화, 생활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지속 발전

−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한 사전심사제 운영

− 시-자치구간 생활임금 통합 및 연간노동시간 1,800시간대 모델 개선추진

 

노동존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동권익의 상징, 전태일 기념관 개관(’19. 4)

− 건립추진위원회 등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개관 준비

ILO(국제노동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위상 강화

− ILO와 협력,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개발 등

위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시민의 노동조합 인식개선을 위한교육·캠페인 추진

− 홍보동영상을 통한 노조활동에 대한 긍정적 홍보 메시지 전달 등

<전태일기념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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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공정 경제 실현

소상공인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성장역량 제고

− 금융과 경영지원을 결합한「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자치구의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 기능 혁신

− 소상공인 혁신을 선도하는 「서울 소상공인 연구센터」설치(’19.4)

−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활성화

▸ 강북골목상권 중심 ’19년 10곳우선 추진,

사회적경제와 협력으로 선순환 경제 공동체 확립

−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

▸ 24시간 화재감시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화재 예방 마스터플랜 수립

경영비용 부담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장기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급 확대 : 1조원(’18년) → 1.5조원(’19년)

− 소상공인 폐업·노령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 및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강화(월2만원)

−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 반장 운영으로 점검·처방 연계

▸ 50+ 세대 100명 선발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첨병으로 활용, 이상징후시 전문가 연계

− 채무감면 통한 성실실패 자영업자 재기지원(’22년까지 1만명)

− 폐업예정 한계소상공인 안정적 사업정리(1백만원→1.5백만원) 및 재기지원 강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유도

▸「상권분석서비스」정보 제공범위 확대, ‘컨설팅기반 창업자금’ 신설

− 종합지원 플랫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거버넌스) 구성 및 소통 정례화

▸ 지역주민 전문가 소상공인 참여, 지역 수요 발굴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가치 실현 상생기금」조성으로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 순수 민간재원 기반 200억원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총3천억원 보증 지원(4년간)

생활
상점

지역
주민

일자리

선순
환
동력

지역내소비활성화로 ‘선순환경제공동체’

구현
생활상권 실행

주체

적정창업과 소비 동력

제공

주민생활 향상 위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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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충분한 가맹점 확보

− 가맹점 모집채널 다양화(참여은행 결제앱을 통한 가입신청 추가)

− 모집인 전문성 강화(사업 이해도 제고 및 친절 교육 등)

−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소비자 다중 이용시설 가맹점 집중 모집

공공정책 연계 및 다양한 혜택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이용 촉진

−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 공공자금 집행 시 제로페이를 통한 결제 추진

− 교통카드 기능 탑재 등 교통수단과 연계 및 시․구 운영시설의 이용료 할인 추진

−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참여 결제사간의 공동 마케팅 추진

−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의 여신기능 도입(K-Bank 사례 확산)

소비자와 가맹점이 이용하기 편리한 결제방식 도입

− VAN사 협의를 통한 가맹점 POS 시스템 개선 및 소비자 QR방식 확산(’19.3~)

− QR코드 촬영이 필요 없는 NFC 결제방식 도입(기술보유 결제사 우선 도입)

− 키오스크 등 제로페이 무인 결제기능 도입(’19년 상반기~)

− 결제 앱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제로페이 시인성 확보(’19.3~)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불공정피해 구제 강화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감독행정의 안정적 추진

− 가맹점주 부담 비용 등을 수록한 ‘정보공개서’ 공개를 통해 창업정보 제공

▸ 서울 소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연간 4,300건 이상) 심사 등록 후 홈페이지 공개

−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가맹점주 보호

−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 ‘서울시-공정위-인천시-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19. 2.11)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 및 제도개선 추진

▸ 기존 프랜차이즈 분야 외 대리점(공정위), 위수탁거래(중기부) 분야 합동실태조사 실시

▸ 서울-경기-인천 경제민주화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업(실태조사 등) 추진

−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운영 및 피해구제·예방 활동 지속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팅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 기존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또는 설립 예정 기업에 대해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 설립완료된 프랜차이즈협동조합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홈페이지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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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상가임대차 제도 및 소비자 보호 확대

임차상인 권익보호 등 공정한 상가임대차제도 정착 지원

−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위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확대

▸ 조성계획(누계) : (’16~’18년) 108개 → (’19년) 150개소 → (’20년) 200개 이상

− 서울시 주요 상권 ‘임대료 조사’ 실시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시 분쟁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 소비자피해 취약분야의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 강화

▸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피해 상담사례집 발간․배포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미완료 업체직권말소처분에따른소비자피해보상안 적극안내

−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어린이‧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확대로 소비자 권익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체계적 성장 지원 : 기업수 4,337개(’18년) → 4,700개(’19년)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145억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등을 통해 지역거점 구축
 

소셜벤처 지원을 통한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

− ｢제 1호 서울 소셜벤처 허브센터｣ 개관 및 운영(’19. 6)

− 민관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소셜벤처 육성(’19년 7억원)

▸전문기관과 협업,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투자기금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시장 성장 견인

− 민간금융기관 재원 매칭 융자 통한 사회투자기금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기금규모 : 578억원(’18년) → 734억원(’19년)

− 지자체 최초 임팩트 투자조합 1호 운영(145억원) 및 2호 구성(50억원) 추진

−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1호 사업 평가‧보상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참여확대 및 판로개척

− 공동주택 입주자 대상 경제공동체 발굴․육성(’19년 참여단지 15개 육성)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18년 1,300억원→’19년 1,400억원)

제1호 소셜벤처허브(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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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치 기반 스마트서울의 새로운 가치 창조  

시민 ‧ 기업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 시티
협치시스템 기반의 민·관 협력 스마트시티 추진

− 개방형 플랫폼 ‘스마트서울 협치시스템’ 운영(’19.5~)

− 민간의 아이디어와 솔루션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발굴(’19.5~12)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성동- 교통·안전, 양천- 복지·환경) 조성
− 교차로‧보안등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
− 스타트업의 ICT 신기술에 대한 상시 시험환경 조성으로 제품 상용화 지원

스마트시티 우수 정책·기업 글로벌 홍보 강화
− ‘스마트서울 전시관’ 조성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업 홍보(’19.9)

− Seoul Smart City Summit(’19.10) 개최로 기업 해외 판로 지원

빅데이터 기반“스마트 서울”구현

도시현상, 시민행동 데이터 등 스마트 도시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 市 전역 IoT 도시데이터 센서 설치(5만개,’19~’22) 및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 민관 공동 추진조직 구성운영(’18.12), 데이터제작 시범서비스(전월세 시세 등 4종)
− 행정시스템(468개) 전체 데이터 수집·저장·활용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9~’21)

− 행정시스템 보유 공공데이터 연차별 전면 개방(’18~’20)

첨단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 AI 혁신모델 연구ㆍ적용, 120상담 챗봇 시범운영, AI 음성인식 회의록ㆍ통번역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실용화
− 모바일기반 투표시스템 엠보팅,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체계 서비스 개시,

시민생활 유용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단계적 확대(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5종)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시·구·경찰·소방 공동활용, ’18~’21)

− 지능형 다목적 CCTV 17,820대 설치(시·구 5:5 매칭, ’19~’21)

와이파이(WiFi) 소외없는 서울 구현
− 복지관 등 주거소외 지역 1,240개소(’18~’22), 마을버스 244노선(’19~’20) 설치

3D 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 구축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9.8) 및 3D 도시계획·도시재생 시뮬레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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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민이 행복한 문화체육도시 조성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형 생활문화’ 확산

− 생활문화지원센터 확충 및 공간 지속 발굴,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25개구)

− 활동가‧전문가네트워크로 생태계 조성, ‘시민을객석에서 무대로’ 시민참여축제 확산

시민의 일상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교육, 공연, 관람기회) 확대

− 심미적 체험과예술적 감성을키우는 서울형 인문예술통합교육 등(초576학급, 중248학급)

− 예술가 협업을 통한 서울거리공연(2,300회), 상설무대 ‘문화가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 사회취약계층을 비롯, 지역과 세대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 상향(7→8만원, 276,806명), 장애청소년 예술교육 확대(50→770명)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으로 예술하기 좋은 도시 서울 구현

−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단 등 청년예술 활동지원으로 창작안전망 구축 (900명)

− 예술인 종합서비스 플랫폼 예술청 조성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20년 개관)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서울 대표 문화축제 확대‧발전

− 서울드럼페스티벌(5.24~25), 서울문화로바캉스(10월 첫째주),

서울거리예술축제(10.3~6), 서울김장문화제(11.1~3)

− 우수 축제 선정(시기․ 장소․축제성 고려) 관광자원화 및

경제 활력 제고,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서울김장문화제>

일상생활에 밀착된 공공미술, 독서문화 확산

공공미술 프로젝트「서울은 미술관」추진

− 녹사평역, 만리동광장, 홍제천 등 도시 일상공간을예술로 바꾸는 공공미술 작품설치

‣ 녹사평 ‘지하예술정원’, 신영삼거리 육교 ‘자하담’, 만리동 광장 ‘윤슬’,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등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 ‘퍼블릭×퍼블릭’,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대학협력 공공미술프로젝트’등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진흥사업 추진

− 다양한 책 문화공간「서울책보고」개관(’19.3), ‘북스타트, 서울’ 독서사업 추진

− 시민의 전생애와 함께하는 서울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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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문화인프라 확충,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 문화시설 및 도서관 건립 추진

다양하고 특색있는 박물관 조성

− 시민이 만드는 문화복합공간「서울생활사박물관」건립(’19.7월 개관)

‣ 舊 북부지원(노원구 동일로), 6,919.8㎡(지하1,지상5층)

− 향토민요 중심의「우리소리박물관」건립(’19.10월 개관)

‣ 창덕궁 돈화문 앞(종로구 와룡동), 1,385㎡(지하2, 지상1층)

− 아시아 공예의 중심「서울공예박물관」건립(’20.5월 개관)

‣ 舊 풍문여고(종로구 율곡로), 10,590㎡(지상 3~5층)

문화향유·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 동북권 마을미디어 활성화 거점「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조성(’20.3월 개관)

‣ 성북구 길음로(길음뉴타운), 9,473.63㎡(지하2, 지상4층)

−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 공간「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건립(’21.3월 개관)

‣ 강북구 미아동, 4,871㎡(지하1, 지상4층)

− 창작공연 활성화를 위한「성북창작연극지원시설」건립(’21.10월 개관)

‣ 한성대 입구역(성북구 동소문동), 7,326㎡(지하2, 지상6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서관 5개 분관 조성

− 대표도서관과 지역도서관간 기능적‧공간적 연계, 권역 특성에 맞는 특화주제 선정

−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걸어서 10분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조성

<서울생활사박물관>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자원화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활용을 통해 문화경쟁력 강화

−「딜쿠샤」원형복원및전시관조성,「의정부터」정비, 한양도성남산「현장유적박물관」조성

− 시민 참여행사 및 홍보를 통해 역사문화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

‣ 답사코스 개발, 정조대왕 능행차(10.5~6),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출발인 ‘한성백제유적’ 역사성 규명

− 풍납토성 복원 기반 조성 ➠ 왕궁추정지 및 서성벽복원지구 ’20년까지 우선보상

−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등 발굴조사 심화 및 유적 발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 확산을 위한 세계유산 등재 단계별 추진

− 등재심사 강화 및 국가․지자체간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市 유산의 단계적 등재 추진

‣ 한양도성(’22년), 한성백제유적(’23년), 촛불시민운동(’24년), 용산기지(’25년), 성균관과 문묘(’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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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 강화

전문체육 발전기반 조성

｢2032 서울–평양올림픽｣ 차질없는 준비 ※ '32년제35회하계올림픽국내유치도시로서울선정(2.11)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11월, 450백만원)

− 중앙정부, 대한체육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국내절차 신속 진행, 올림픽 유치 준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우리시 경기역량 강화

− 市 운동경기부 창단 확대('18년 24팀→'19년 27팀) 및 1자치구 1운동경기부 창단 유도

− 민간기업･市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확대('18년 4팀→ '19년 16팀)

일상 속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마련

자치구, 학교, 민간 등과 협력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18년 523개→'19년 606개)

−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지원(7개소), 소규모 유휴공간에 개방형 체육시설 조성(9개소)

− 학교체육시설(50개소)･민간기업 직장 체육시설(6개소) 개방, 공공 체육시설 무장애화(5개소) 등

시민 일상 속 생활형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 25개 자치구별 워킹･러닝코스 개발,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런대회｣ 개최(9월)

− ｢서울 스포츠의 날(월 1회)｣ 운영,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역단위의 과학적 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

− 마을단위 체력인증센터 확충(3개소), ｢찾동｣과 연계하여 지역별 건강취약주민 집중 관리 등

제100회 전국체전, 평화･화합･감동체전으로 개최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

시민참여 유도
∙역대 최대 규모 시민 자원봉사단(6천명) 및 서포터즈(1만명) 구성 운영(5월~)

∙ 전국체전 성공기원 시민위원회 확대 운영(7개 분과 230명→ 9개 분과 500명)

손님맞이 준비
∙대회 참가 선수단, 기자단 등 숙박 음식 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 수립(3월)

∙민간기업, 시민 등과 함께 숙박 음식 교통 등 분야별 환대분위기 조성(5~10월)

전략적 홍보
∙서울 내 모든 행사 축제와 연계, 전국체전 집중 홍보로 붐업 확대
∙UCC 공모전, 인플루언서 협력 영상 제작 등 소셜미디어 기반 홍보 강화

100년 역사가 빛나는 평화와 화합의 전국체전 개최

− 100년 역사와 미래를 잇는 개･폐회식 개최, 역대 개최도시 순회 성화봉송 추진

− 제100회 체전 기념주화･우표 발행(9월) 및 전국체전 유물･사진 전시회 개최(6월~)

− 자매･우호도시 대상(68개) 축하 사절단 초청, 개회식 참관 및 분야별 MOU 체결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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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각지대 없는 안전도시 서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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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사각지대 없는 안전도시 서울 조성

민생이 평안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예방 ․ 대응시스템 구현
통신구 화재 등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 대비, 예방 ․ 대응능력 강화

− 민관 합동 TF 구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19. 6)

▸市가 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법령개정,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등)

▸공공․민간 시설물포괄, ‘재난사고초기대응매뉴얼’ 작성(~’19.3)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19.10)

안전 취약 시설 ․ 가구 안전관리 지원 확대

− 안전취약시설 보수 ․ 보강 지원 예산 확대(10→20억원)

− ‘찾동사업’ 연계, 안전취약가구의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노후ㆍ
불량 시설 개선 ※노약자ㆍ장애인위한초기화재진압장비배포(투척용소화기등)

지진 ․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 지진 대응역량 고도화 : 市 공공시설물 내진율 90.3% 확보, ‘지진안전센터’ 설립(~’22년)

− 폭염ㆍ한파 대비 강화 : 재난 취약계층 ․취약시설 보호(방문 진료, 무더위쉼터 등)

및 제도개선 (중앙부처ㆍ타시도 수범사례 발굴)

< 365일 맞춤형 안전점검 추진 >
• 해빙기․우기 등 연중 안전점검 및 사건․사고현장 기동안전점검(전문가풀200명<←’18년60명>)

※해빙기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2.18~4.19<61일간>) : 건축물․시설물 등 2만여개소 합동 점검

<취약가구 소방시설 점검>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도시 국제적수준 향상

재난사고시 시민행동요령 교육 TV 프로그램 제작 ․방송
− TV 교양프로그램 내 코너 활용, 화재․건설․안전운전 등 10여회 방송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

− 안전보안관 운영(1,171명) : ’19년 ‘불법 주․정차’ 분야 집중 점검(행안부 협업)

− 서울고용노동청, 한국건설안전협회 등과 건설안전문화 공동캠페인 추진

국제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국제적 위상 제고

− 美 록펠러 재단 연계, 도시 재난회복력(Resilience) 계획 수립(’19. 5)

− UN 방재안전 롤모델도시 인증 추진(’19.5월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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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 체계적 도시인프라 관리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예방 ․ 성능 중심의 노후인프라 유지관리체계로 전환

−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관련 부서ㆍ전문가와 협업 추진

제도적 기반조성 ➡ 과학적 중장기계획 ➡ 예산편성/실행

조례 제정
’16. 7. / (의원발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 ’19. 7. / <안전총괄과> ∘적정 예산편성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통합기준 매뉴얼

~ ’18. 8. / <안전총괄과>
종합관리계획 수립 (실태평가및중장기계획)
~ ’19. 12. / <13개 부서, 안전총괄과>

공공노후인프라 ‘상시 모니터링센터’ 설치ㆍ확대

−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을 상시 모니터링센터에 연계, 이중화 감시 및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장수명 서울도로 조성

− 노후 포장도로 정비 : 천호대로 등 193개 노선구간 / 연장 426㎞, 면적 17,274a

− 단차없는 맨홀 공사 :불량맨홀(29,380개) 중 75% 정비

※ ’20년 100% 정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EV, ES) 개선

− 보도육교 ․ 지하보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EV, ES) 설치 및 정비

: 16개소(’19~’23) → 14개소(’24~’28)

방재시설 개선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 공동구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 : 2개소(~’19년) →+1개소(’20년) → +3개소(’21년)

− 동부간선도로침수 대응능력 강화 : 교통안전시설 설치(44개소), 교통통제 기준 재설정 등(~’19. 5)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속 추진 >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262개, 자체 안전점검 580개, 시설물 보수․보강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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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현장중심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장소 지정

− 신호대기 없는 출동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설치(1개소)

−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 및 노후 소방선박 교체

재난 현장지휘체계 고도화

− 현장지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지휘관 자격 인증제 도입

− 가상 재난환경 프로그램 개발(지하상가 화재 등 8개)

− 이동형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 도입

첨단 IT기술 활용을 통한 재난대응력 제고

−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통한 市 상황에 맞는 소방기술‧제품 개발

− 소방안전지도 기능 개선(영상화질 개선 등) 및 제공 정보 확대(송수구 위치 등)

− 마포‧서강대교 영상감시 출동 시스템 교체(단순형 CCTV → 지능형 CCTV)

재난초기 시민 대응능력 향상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재난활동 지원

− 시민안전파수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별 조직화 추진

※ ’15.~’18. 동안 시민 100,863명 파수꾼 양성 프로그램 참여

−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

※ 합동훈련, 훈련 가이드북 제작 배포, 훈련진흥 조례 제정, 훈련지원 포털 구축

안전취약계층 ·지역 초기대응능력 강화

− 저소득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2,500세대)

−「보이는 소화기」확대 설치(’18.~’22. 2만대)

−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 전통시장에

자율소화장치 무상 지원(4대) <자율소화장치>

<소방서앞 도로 출동로 개선>

<지휘역량 강화센터>

<보이는 소화기>

<시민안전파수꾼 2기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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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

사람이 안전한 풍수해 대책 추진

침수예측 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한 대응시간 확보
− 기상청 레이더 자료를 자체 분석하여, 강한 비구름대의 이동경로 예측

− 수도권(서울인근) 강우량계를 활용, 서울지역의 예상 강우량 산출

즉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매뉴얼 강화
− 돌봄공무원 주관, 통․반장․자율방재단, 주민센터(복지담당 등), 주민 공동대응

− 사전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고 1단계 이상 발령시 돌봄공무원이 현장 지휘

상습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중 27개소 해소 완료, 7개소 추진중(’21년 완료)

− ’19년 이후 : 강서구청사거리, 오류역, 강남역, 길동, 사당역, 망원 일대

지역별 맞춤형 방재시설 정비
−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예경보 및 진출입 차단시설 113개소 설치

− 통수능력이 부족한 관로와 연계한 빗물펌프장 7개소 증설

<하천 자동경보시설> <하천 진출입차단시설> <한남 빗물펌프장 증설>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및 물재생센터 복합재생 거점 구축

서울형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체계 재정비
− 물순환정책 및 시설효과 검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19년)

− 시민공감과 실행력에 기초한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수립(’20년)

물순환 복원에 공공사업 선도적 참여 추진
− 시민참여사업 확대 및 빗물 이용시설의 다양화 추진

− 대규모 공공사업에 물순환시설 선제적 도입 추진 및 민간부문 확대

물재생센터 복합재생 거점 및 시민친화 환경 조성
− 잔여 현대화 사업 시행과 향후 환경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제 여유부지 확정

− 물재생센터 내 민․관 거버넌스(중소업체 등 참여) 공동연구 시행

− 하수역사체험관 조성, 센터 체육시설, 공원 개방 및 견학․체험프로그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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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추진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시행

−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16.7㎢) 지정(’17.3.),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확정 고시(’18.8.)

− 대책별 세부 실행계획을 ’30년까지 연차별 추진하여 승용차 교통량 30% 감축

− 주요내용 : 녹색교통 중심 도로공간재편,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 및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자동차 통행관리 본격 추진

− 진출입도로(41개 지점)에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설치,

실시간 통행량 관리 및 체계적 통행관리 수단 확보(’19.하반기)

− 교통 및 환경을 고려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친환경 하위등급

운행제한’ 추진(’19년 하반기)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도로공간 재편

− ’19년 퇴계로(2단계) 공사 및 세종대로 등 4개 도로 설계용역 시행

▸ 공사(1.5㎞) : 퇴계로 / 설계용역(5.9㎞) : 을지로,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 교통흐름을 고려,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주요간선도로 순차적 공간재편 추진

지하철 안전강화 및 서비스 혁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안전관리 강화

− 2·3호선 노후전동차 ’22년까지 610량 교체 (’19년 2호선 100량 교체, 3호선 150량 설계 )

− 지하철 구조물 내진 보강(’19년 22.9㎞) 및 통합 무선 통신망 구축(’19년 38.2㎞)

− 김포공항역 등 9개역 승강장 안전문 전면 교체 (’19. 4월 완료예정)

시민편의 중심 역사 ․ 지하철 환경 개선 및 지하 공기질 개선

− 문화예술철도 역사 활용 공연․전시 개최, 시민 일상 속 문화기회 확대(’19년 8역 7개 분야)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 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 고효율 필터 장착(3,500량), 본선 환기설비 개량(20대), 자동측정망 설치(144대) 등

지하철 9호선 6량화 등 혼잡도 개선

− 9호선 모든 열차를 증량하여(4→6량) 혼잡도 완화 노력(현재 45% 6량화)

−열차운행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장기적인 증차계획 수립(’19. 6~)

3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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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시민 서비스 강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등 확충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25년 100% 도입목표)

▸ 정부계획(’21년까지 65%)에 따른 차질 없는 국비지원 지속 협의

−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 운영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대기시간 단축 추진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편의 서비스 제공

− 버스 내 미세먼지 제거필터 설치, 시내버스 무료

Wifi 장착(정부사업 연계)

− 시내버스 내 USB충전기 시범 설치(중․장거리 노선 100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 택시공급 확대, 다양한 신규 서비스 제공

− 택시회사별 근로·급여조건 공개,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준수 모니터링(’19.3~)

설치후설치전

< 미세먼지 제거필터 설치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 등 확충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지속 추진으로 실질적 성과 도모

− ’19년 사망자 줄이기 목표 연간 244명 이하(’12년 대비 42% 감축) 추진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속도5030 시행,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 보행자사고비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시속60㎞ → 시속50㎞)

− 교통사고 잦은 곳 81개소 개선, 무단횡단 금지시설 30㎞, 횡단보도 20개소 설치

− 옐로우박스 정차금지지대 및 입체형 횡단보도 시범사업(상반기) 및 대상 확대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통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

− 어르신 대상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시행(9천명), 고등학생용 교육교재 제작․배포(’19.12)

− 월간 교통안전 뉴스레터 제작․배포(35천명), 관련기관 공동캠페인 시행(수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속도5030 대상지> <중학생용 교육교재> <교통안전 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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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역철도의 체계적 건설로 철도망 확충
서울시 전역에 대한 중장기(10년단위) 도시철도 Master Plan 수립 추진

−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공급계획 수립

− 미추진 노선(면목, 목동, 우이신설연장, 난곡)은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 지역낙후도에 따라 재정 우선 투입 추진

시민이용,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 추진

−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중(’18.7~)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신설 중앙정부 협의 추진

− 원종홍대선, 위례과천선은 최적의 대안 노선 마련을 위해 용역 진행중

미래 첨단 교통수요 변화 대응 추진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 및 C-ITS 구축

− 세계 최초 5G 융합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등 미래교통 산업화 서비스

실증(’19.6.~) ⇒ 자율주행 특화지구 지정 신청

− 시민과 함께 하는 자율협력주행 페스티벌 개최(’19.6)

− 대중교통 중심 커넥티드 카 서비스 구현(’19.7~)

<사고예방 커넥티드 카 개요>

• 규 모(스마트 도로) : 총 121.4km(중앙차로 등 사고위험 도로)

• 대 상 : 버스 1,600대, 택시 100대

* V2X : 통신으로 차량과 차량․사람․인프라를 연결하여 자율주행 및 사고

예방 지원

친환경 버스․택시 도입 및 실증

− 전기 시내버스 도입 확대(’19년 68대), 서울형 전기시내버스 표준모델 마련

− 수소 시내버스 추가 시범도입(’19년 7대), 정부와 협력하여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18년 수소 시내버스 1대 시범 도입

− 전기택시 도입 확대(’19년 3천대), 수소택시 시험운행(’19년 10대, 산자부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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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

「걷는 도시, 서울」구현

보행환경에 대한 입체적 ․ 종합적 관리 추진

− 명동 보행특구 등 보행환경개선지구 26개소 지정‧개선으로 보행친화공간 확대

−「거리가게 허가제」시행(’19.1~)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으로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자 안전 제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사고다발구역 개선

−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위험요인 분석 및 집중적 시설개선 추진(38개소)

−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설치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7개소)

− 전통시장 등 어르신이 주로 방문하는 사고다발 노인보호구간 집중개선(7개소)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

− 주민, 인근상인 등과 협의 후 ‘북촌로5길 차 없는 거리’ 정례화 운영(’19.5~)

− 매주 일요일 세종대로를 ‘도심 속 쉼터’로 조성, 혹서기 이벤트 개최로 운영확대

− 도심권 외 보행량이 많고 상징성 높은 강남권역 신규 보행거리 발굴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정착 

공공자전거 확대 및 이용서비스 개선

− 공공자전거 총 3만대(1만대 추가) 운영 및 대여소 총 2,140개소(600개소 추가) 확보

− 여성·노인 및 경사지 이용편의를 위한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

− 공공자전거 단말기 개선(LCD 방식개선, QR방식 검토)

− 자전거 영세업체와 상생을 위한 자전거 정비방 ‘따릉이포’ 운영

‣ 고장자전거 원활한 수리를 위해 대여소와 가까운 점포(따릉이포)에 정비 위탁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 도심 핵심(강·남북)축 2단계 자전거도로

구축(7.7km, 한강대로 및 반포대로)

‣ 1단계(18년) 종로 청계천 연계 순환형 도로 구축(9.9㎞)

− 수변, 교량 등 도시공간을 활용한 미래형 자전거도로 Eco-Bike Line 추진

− 자전거도로 유색포장 시인성 강화 및 안전·편의시설 확충(시선 유도봉, 거치대 등)

−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확대 및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안전이용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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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질 개선 및 신재생에너보급 확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제공

− 미세먼지 측정기의 촘촘한 설치로 대기질 정보 평가․예측기반 강화

− 1㎢ 단위 대기질 정보 실시간 제공 등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확대 <공간분포 서비스 안〉

− 보일러제작사, 카드사와 공익 협력으로 보일러 가격인하 및 무이자 할부 제공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 사용연한 10년 규제 등 제도 기반 마련 건의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 및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확대

−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공해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19.2.15.~)

− 5등급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 확대(4만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 전기차 13,600대 및 충전기 294기 보급, 서울형 집중충전소 8개소 설치

− 수소연료전지차 307대 보급, 충전소 1개소 설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협력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및 에너지자립마을 문화 확산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확대

− 아파트 등 122천가구 51MW 보급 및 공공건물, 학교 등 87MW 설치

− 미니태양광 보급 모듈규격 강화 및 효율 향상으로 안전성 제고

− 월드컵공원 솔라로드, 잠실한강공원 솔라스퀘어 등 랜드마크 조성 <솔라로드〉

서울전역 마을공동체 에너지자립 문화 확산 및 에너지자립마을의 2단계 도약

− 에너지자립마을 우수모델 확산,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신기술 도입, 경제생태계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확대

온실가스 감축사업 재설계를 통한 감축목표 달성 총력 경주

− 배출원별 맞춤형 감축 전략 추진, 이행상황 수시 점검 등으로 감축 성과 극대화

− ‘온실가스 시민옴부즈만’ 등 거버넌스 강화 및 민간건물 에너지 사용절감 적극 유도

− 중앙정부와 정책협력으로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효율적 관리 도모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 강화

−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 개최(10월) 등 도시형 재생에너지 모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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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원순환 및 폐기물 감량으로 청결한 도시조성

‘자원순환 자립도시, 서울’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순환자립도시 완성

− 자원회수시설 신규설치 및 공동이용 확대로 처리용량 확보(’25년까지 858톤/일)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지속 시행, ’22년까지 ’18년 대비 생활폐기물 10% 감량

−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유무에 따른 재정부담·재정지원 등 차등화 도입

음식물쓰레기 ’20년까지 20% 감량 및 공공처리시설 비율 58% 확보

− 원천감량을 위한 RFID 세대별 종량기 확대 보급 및 감량 경진대회 개최

 − 강동 음식물(360톤/일)·음폐수(270톤/일) 시설 및 서남 음폐수(300톤/일) 시설 건립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및 재활용·새활용 활성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빈틈없이 추진

− ’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목표

− 공공·업계·시민 등 5대 분야 38개 실천과제 공동 실천 추진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 및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연중 사람이 붐비는 재활용·업사이클 공간으로 육성

‣ 연령별 맞춤교육, 새활용아카데미, 주말장터, 새활용포럼(6·9월), 페스티벌(9월) 등

− 권역별 마을단위로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추진

‣ 공공시설 활용 광역플라자(∼’22년 5개소) 및 마을단위 소규모 공간 조성(∼’22년 25개소)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 및 가로 ·골목길 관리 강화

− 미화원이 근무하지않는취약시간대 청결기동대 운영(7개구 31개 주요도심지역 69명)

− 지역주민, 어르신 등 골목길 자율청소조직 확대운영 : 9.2만명(’18년) → 13만명(’19년)

− 도로청소차량 다변화(분진흡입·물청소·노면청소) 및 골목길 청소용 소형청소장비 도입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

악  취 소  음 실내공기질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15개소)

시·구 합동으로 악취배출사업장

  하절기 집중 지도점검 추진

소음지도를 활용한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및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강화

민감군, 다중이용시설 위주 

실내공기질 기준강화

실내공기질 개선 공공시설 우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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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 

지속적인 녹색공간 확충으로 더욱 푸른 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 미세먼지 저감숲(1개소), 바람길숲(강북권·강남권 2개소), 탄소상쇄숲(3개소) 조성
− 건물 수직정원(서울도시건축센터 및 인접5개동), 옥상녹화(17개소), 벽면녹화(20개소)

− 도로변(유효보도폭 2m이상) 및 학교 통학로(11개교) 녹화, 에코스쿨 조성(53개교)

− 보라매공원 등 도심공원·광장에 움직이는 숲(이동식 플랜터) 조성(10개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대책 추진
− 공원시설지 등 우선보상대상지 보상(’19년 9천6백억원, 56개 공원 1.87㎢)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 실시(’17.4.~’20.1.)

마곡지구 내 ‘서울식물원’ 전면 개원(식물원+호수공원, 504천㎡)

− ’18.10월 임시 개방, 습지원 및 마곡나루역 연결통로 완공에 따라 ’19.5월 전면 개원

<수직정원 조감도(서울도시건축센터)> <움직이는 숲 조성(예시)> < 서울식물원 임시 개방(’18.10.) >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힐링 도시
시민 참여를 통한 ‘나무심기’ 문화 확산

− 나무심기 민관협력추진위원회 구성(’19.1) 및 운영(자문·평가·시민참여방안 강구)

− 나무 심을 숨은땅 공모·식재(1~4월), 시민대토론회(3월), 묘목 나누어주기(4월)

일상 속 녹색 쉼터 조성·운영
− 유아숲 조성(체험원 10개소, 숲터 50개소),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17개소)

− 공원 속 숲속도서관 건립(1개소 이상),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추진(8개소)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초록문화 구현
− 서울정원박람회 개최(’19.10),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5백여개 커뮤니티)

− 365일 활기찬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18년 30개소 1만여회 운영, 3백만명 참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안전 도시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 만들기

−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평가(5개소 시범운영), 생태계보호지역 확대(1개소 이상)

산사태와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산사태 사방시설 설치(94개소) 및 보수정비(28개소), 봄·가을 산불방지상황실 운영



- 42 -

8  한강 생태계 보전과 믿고 마시는 아리수 공급

한강 숲 조성

울창하고 빽빽한 한강 숲 조성
− 대왕참나무 등 큰나무 집중식재로 무성한 느낌,

큰 그늘의 숲 조성(’19.6)

‣ 반포, 난지, 이촌, 양화 한강공원에 총 41천주 식재

한강에서 강변도로 차가 보이지 않도록 숲터널 조성
− 광나루(6km) 이팝나무 꽃그늘 자전거 숲길(’19.11)

− 이촌~망원(5km) 미루나무 그늘 숲길(’19.6)

− 강변도로변 완충숲 마스터플랜 수립(’19.7)

시민들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참여숲 조성(10,000주, ’19.11)

[ 잠원 한강숲 ]

[이촌 미루나무길]

한강 백리길 꽃길 조성

물길따라 오색빛깔 뽐내는 꽃길‧꽃밭 조성(’19.10)

−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산책로변꽃길 조성(42km)

−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원풍경단지 조성(7개소)

꽃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볼거리‧일자리 제공
− 특색있는 꽃밭(나비꽃밭, 장미원 등)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플라워 트럭 운영

[양화 자전거도로변]

자연형 호안 및 생태군락지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의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소재(돌, 흙 등)로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증진 및 수변경관 향상
‣ 광나루(1.2km, ’20.12), 뚝섬 망원(1.7km, ’21.12)

수달아 한강 살자! 프로젝트 추진(’19.10)

− 관련기관 단체와 협치 밤섬일대 수달 서식환경 조성(’19.6) 및 수달 시범방사(’19.10)

위해식물 제거 및 자생수종 식재를 통한 생태군락지 조성(’19.4)

[복원사례-이촌공원]

여의샛강 생태적 이용환경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19.11)

− 수달, 물총새 등 소생물 서식처 조성 및 수변식생 보완 식재로 생물서식 강화

비영리단체와 업무협약으로 위해식물 관리 및 생태프로그램 운영개선(’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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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생산 ․ 공급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관리

− 상수원 및 원수 수질관리 37지점(상수원 32지점, 취수원 5지점)

− 생물경보시스템 활용 및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오염물질 다중감시

− 수질오염 대비 미규제 신종 미량물질 모니터링 강화(’18년 150 → ’19년 155항목)

− 세계보건기구(WHO) 수준(166항목) 이상 정수 수질검사(171항목)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

− 4단계 수질감시 : 취수장 → 정수장 → 배수지 → 수도꼭지

− 아리수 생산 ‧ 공급 전 과정에 식품안전관리 기법 ISO 22000 도입(’17년~)

−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잔여분 138㎞ 중 76㎞ 정비('22년 완료)

− 수도꼭지 수돗물 소독상태 최적 관리(잔류염소 농도 0.1 ~ 0.3mg/L 유지)

365일 단수 없는 공급체계 구축

− 안정적 급수를 위한 배수지 확충(’19년 국사봉, 낙산, 수유6배수지 공사시행)

− 누수대응 강화 및 무단수 상수도관망 구축(정수장간 비상공급체계, 주요관로 이중화)

− 상수도 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

먹는 물로서의 아리수 위상 강화

수도꼭지 수돗물 불신 해소

− 다가구, 공동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19년 5만 가구)

−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아리수 품질확인제 시행(’19년 22만 가구)

−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대시민 공개

‣ 서울워터나우시스템 실시간 공개(96개소), 홈페이지 공개(450지점/월)

‣ 웹상에서 우리동네 수돗물 공급경로와 수질측정값 등 실시간 정보 공유

시민 체감을 통한 아리수 신뢰도 향상

− 대학생 서포터즈(100명), 수돗물 시민평가단(250명), 청소년 홍보단(1,000명) 등

체험형 현장 홍보활동 전개

−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 학교 음수대 설치 및 이용활성화(’19년 2,000대)

− 블라인드 테스트 등 야외 현장의 체험 홍보프로그램 정례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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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 구현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는 건강서울 조성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3.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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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반의 지역돌봄공동체 완성 

골목단위 주민과 공공의 협치「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중앙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 모범적 행정혁신 모델로 전국 확산
❖ 사업의 핵심기반인 인력의 과감한 확충 : 동당 6.5명 내외 (누적 2,788명)
❖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실현

❖ 촘촘한 주민 관계망 :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 튼튼한 공공 안전망 : 존엄한 삶을 권리로써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 강화
※ 강남 16개 동을 끝으로 ‘찾․동’ 424개 전 동으로 확대 시행(’19.7)

민선6기 찾․동 성과 사람 ․ 현장 중심의 투자와 혁신으로 동 행정 패러다임 전환

민선7기 찾․동 비전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

골목 단위 주민의 관계형성 및 주민공동체 돌봄활동 강화

− 골목마다 움직이는 ‘시민 찾동이’ 백만명 운영 : ’19년 20만명 위촉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찾동 역할, 시민카드 등 활동 지원

− 이웃과 모여 얘기하는 주민 모임의 장, ‘찾아가는 골목회의’ 운영

 10명 내외 주민이 이웃(주민)과 함께 의논하는 회의에 대해 공공이 지원

찾․동을 구심점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돌봄활동, 마을생태계 강화

1 2

3

4

5

① 빈곤취약 주민을 위한 나눔이웃

② 주민의 외로운 삶을 돌보는 이웃살피미

③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보육반장

④ 건강을 지키는 건강리더, 생활체육지도사

⑤ 골목공동체를 위한 이웃만들기

골목골목 시민 삶의 보루가 되도록 공적 발굴․지원체계 강화

− 고위험 1인 가구 체계적 관리 : 매년 전수조사, 사물인터넷 활용 상시 모니터링 등

− 72시간 내찾아가는돌봄 SOS 시행 : 5개구 40개동(’19년)→ ’22년까지 전 동 단계적 실시

−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 ’18년 50억 ⇒ ’19년 100억 (’22년까지 총 700억)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폐지, 재산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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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 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원 혁신을 위한 선도기구,「서울시 사회서비스원」출범(’19.3)

−임원 선임, 법인설립 등기 등 관련 절차 신속추진으로 사회서비스원 조기 출범

임원추천위 구성·운영
(’19.1~2) ⇨ 법인 설립 허가 신청

(’19.1~2) ⇨ 설립 등기
(’19.3) ⇨ 사회서비스원 개원

(’19.3)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으로 좋은 돌봄체계 구축

− 종합재가센터(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신설 운영

※ ’19년 4개소 → ’20년 14개소 → ’21년 25개소

−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19년 5개소 우선 선정·운영 준비, 현장의견 지속 수렴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및 민간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견인

− 서비스원 종사자(572명) 직접고용, 직무분석 및 합리적 인사․보수 체계 설계

− 서비스 표준매뉴얼(’19.4), 종사자 교육 및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대체인력 채용(’19.9)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돌봄 SOS센터」설치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주민생활과 근접한 동 주민센터를 돌봄서비스 통합창구로 혁신(’19.7월, 5개구)

 돌봄SOS센터에서 시민들의 돌봄서비스를 일괄 신청·접수, 서비스제공 의뢰 및 사후관리

− 전문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동별돌봄매니저(사회복지․간호직공무원) 배치(40개동, 총 80명)

※ 구 단위 ‘돌봄지원단’ 설치로 동 단위돌봄SOS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수행(5개구 10명)

현 행 개 선

돌봄서비스 공급부족 해결, 긴급돌봄서비스 및 일상편의 서비스직접제공

− 돌봄필요시돌봄매니저신속방문, 돌봄욕구파악후긴급돌봄서비스지원(1일최대 3시간)

− 「우리동네 나눔반장」을 통해 몸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일상편의 서비스 제공

※ 병원·마트 동행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이불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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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장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 확충

시민과 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가칭)서울 어울림플라자」 조성

− 장애인 치과병원 및 수영장, 숙박, 강당,

문화공연장 등 복합시설로 조성

−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속한 조성 추진

※ 실시설계(’19.1), 착공(’19.10),

준공(’21년 하반기)

장애인 재활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전용시설 확충

− 지역사회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18년 49개→’19년 50개소, 은평)

− 고령 농아인의 여가생활과 자기계발을 위한 ｢농아인 쉼터｣ 확대(’18년 7개소→’19년 11개소)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 ’19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8개소 추가 확충(’18년 12개 → ’19년 20개)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확대(’18년 10개 복지관 38명→’19년 20개 80명)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및 생활편의 지원 강화 

주거지원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 독립생활 희망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확대(’18년 20호→’19년 80호)

− 탈시설 장애인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18년 : 퇴소 후 1년간월30시간(40명) → ’19년 : 퇴소 후 2년간월50시간(80명)

장애인 자산형성 ․ 소득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강화

− 청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대상 확대(18년 939명, 10억원→’19년 1,939명, 23억원)

−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인상 : 최고 월 25만원(’18년) → 최고 월 30만원(’19.4)

고령 장애인 및 거동불편 장애인 생활편의 개선으로 이동권 보장

− 바우처택시 全 장애유형 확대 및 장애인콜택시 대기 단축(’18년 56분 → ’19년 40분)

구 분 2018년 2019년

이용장애인 시각·신장장애인
(시각 1~3급, 신장 1~2급)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全 유형으로 확대)

이용대상 4,000명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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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와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서울

어르신 복지인프라 강화로 편안한 노후 보장

전국 최대, 「어르신 복지 종합타운」 조성 추진(총 710억원)

− 어르신 양로․요양시설, 노인 건강․체육․문화시설 등

어르신복지․문화 복합시설 건립

※ 대상지 : 강동구시립고덕양로원시유지부지(토지면적21,805㎡)

− 기본계획 수립․현상설계(’19년)→실시설계․착공(’20년)→종합타운 공사(’21~’22년)→완공(’23년)

서울형 어르신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 수요대비 공급 부족 지역에 ｢실버케어센터(요양시설)｣ 우선확충(22개소, 190억원)

※신축(4개소 : 마포 ,동대문, 송파, 강동) 및 기존시설 증축(1개소 : 중랑)

어르신과 중장년의 소득보장 및 재도약 기반 마련

어르신 및 중장년 일자리 78,044명 창출

− 65세이상 어르신 일자리 : ’18년 67,943명 → ’19년 75,544명, [7,601명↑]

− 50+세대 중장년 보람일자리 : ’18년 2,236명 → ’19년 2,500명, [264명↑]

중장년 인생 재설계를 위한 50+지원 인프라 확충

− 지역별 특화, 50+캠퍼스 권역별 확충 : ’18년 3개소 → ’21년 6개소 (’19년 174억원)

 북부(문화산업 창업&연수), 동남(50+소셜벤처&기업연계), 동부(대학&중소기업 연계)

※ 50+캠퍼스 확충 현황(준공예정) : 북부(’20.6), 동남(’21.5), 동부(’21.12)

<50+북부캠퍼스> <50+동남캠퍼스:공공기여> <50+동부캠퍼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복지정책 고도화

서울형기초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및 재설계를 통한 민생안정 강화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노인,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완화 : 5억원⇒ 6억원 / 대상자 소득기준완화 : 월 1,943천원⇒월 1,983천원(4인)

서울형 긴급복지 강화로 자영업자 등 위기가구 적기지원

− 폐업 자영업자, 폭염․한파등 사고 발생시긴급지원(’18년 50억원→’19년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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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공간조성

시민과 함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과 화합의 장 마련

 -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전국 최대 규모의 시민 참여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행사 개최(2만명 참여)

※ 고종 국장재현, 큰줄다리기, 독립운동가 추모전 등(서울광장, ’19. 3.1～ 8)

− 서울 전역, 3.1운동 만세재현 자치구 행사지원(19개소, 1.5만명)

독립운동 및 일제강점기 전시․학술행사 개최로 역사 성찰의 장 마련

− 일본군 위안부 발굴 자료를 활용, 피해자 추모 및

인권 성찰 전시 개최(’19.2～3)

−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 유관순 오페라 칸타타 공연(’19.3.2)

−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19.4)

− 대한민국 100년 뿌리알기 기획 강좌 개설․운영(’17～19)

‣ 시민1만5천여명대상,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근현대사’ 프로그램운영

3.1운동 100주년 역사․문화 재생
독립선언 근원지 태화관터 ‘독립선언광장’ 조성(’19.8.15 준공)

− 민족의 ‘독립의지’를 돌로 형상화 – 전국 및 해외 돌 기증

− 舊조선총독부 석재 활용, 3.1절 ‘돌의 귀환’ 행사(’19.2.24~25)

삼일대로, 3.1운동 100주년 시민공간 조성(’19.4)

− 독립선언문 배부 터, 서북학회 터 등 기념공간 조성

− 천도교중앙대교당앞 시민광장 조성

정동 근대역사길 연계, 독립열사 활동거점 탐방 행사(’19.3)

− 고종의길-구러시아공사관-유관순우물터-중명전-정동교회-대한문 등

<독립선언광장>

<3.1 시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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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 구현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

국공립어린이집의 균형적 확충 및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민관상생의 기조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 ’19년 40% 달성(100개소 추가 확충)

−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신축, 시설이 많은 곳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유도

− 주택밀집, 시설노후 등 강북권 특성 고려한 맞춤형 지원(개소당 최대 30억원)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 전념 환경 조성

− 보조교사 ‧ 보육도우미 ‧ 대체교사 지원 : 7,896명('18년) → 9,253명('19년)

− 교사 1인당 근무환경개선비(0~2세반) 22만원, 담임수당(3~5세반) 33만원 지급

아동․가구특성에 따른 맞춤보육으로 부모 부담완화
야간·휴일 틈새보육 지원을 위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대폭 확대 : 9개소(’18년) → 50개소(’19년)

− 24시간(70개소)․휴일(80개소) 어린이집 운영, 시간제 보육 지원(78개소)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

− 민간(3~5세아동)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55%('18년) → 100%, 332억원(’19년)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 조성

초등학생 방과후 ․방학중 틈새 돌봄을 위한「우리동네 키움센터」확충

− 지역여건 및 아동욕구 반영, 다양한 키움수요에 유연한 대응 : 돌봄+놀이+체험

‣ ① 부모 소득 관계 없이 초등생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일반형, ② 지역아동센터와 상생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융합형․지역아동센터형, ③ 문화예술체험을 위한 거점형(아난딸로)

− ’19년 94개소 신규 설치(누적 98개소), ’22년까지 400개소 확충

함께 돌보는 영유아 돌봄공간 설치 및 찾아가는 육아 전문상담 지원

−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42개소(’18년) → 70개소(’19년)

− 우리동네 보육반장 확대 : 140명(’18년) → 180명(’19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서비스 지원 확대로 가정양육 부담 완화

− 아이돌보미 1,886명 추가 양성 : 3,114명(’18년) → 5,000명(’19년)

− 지원대상 및 이용시간 확대 : 중위소득 120%이하/ 600시간(’18년) → 150%/720시간(’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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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 주민이 살기좋은 서울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
일터와 가정에서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기업컨설팅(380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표창 및 워라밸박람회 개최(9월)

− 서울가족학교, 가족축제, 아빠교실 등 가족친화 지원(광역 및 25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활동공간 및 커뮤니티 지원
− 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동부엌, 소셜네트워크 및 지역특화사업 지원(10개구)

− 온라인플랫폼 구축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빅데이터 활용, 운영모델 제시)

한부모가족의 가사․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역량 강화
− 가사도우미 파견(150가정), 한부모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매칭 3천건)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14세, 월13만원(’18년) →만18세, 월20만원(’19년)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
아동수당 및 출생축하용품 지급으로 아동양육 공공책임성 강화

− 아동수당 지원 확대(446천명 대상) : 만6세 미만(~’19.8) → 만7세 미만(’19.9)

− 출생아 출생축하용품 지원(10만원 상당, 약 6만명 대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대 및 아동안전보호 추진
−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대 : 11개구(’18년) → 광역시 및 자치구 25개구(’19년)

− 안전체험교실, 실종아동 예방캠페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3개소)

요보호아동의 공정한 사회출발 지원
− 시설보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149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월 30만원), 주거지원(30호, 임대주택․도배 등)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하나 되는 서울 조성
소통과 참여, 상호존중을 통한 내·외국인주민 교류 강화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26개국 45명, 총18회), 서남권민관협의체(국회‧시의원 등)

− 세계인의 날 행사(5월), 글로벌문화축제 개최(10월), 서울생활살피미(50명),

외국인 자원봉사단 운영(800명), 외국인벼룩시장(4~10월) 등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 디딤플라자 건립(’19년 투자심사 및 공청회) 및 제2글로벌센터 등 시설 확충
−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지원, 중도입국청소년 조기정착 지원사업 추진

인권과 포용, 문화다양성 수용에 기반한 사회통합 추진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5만명), 중국동포 사회통합지원(’18년 5개구→ ’19년 25개구)

−법무부(MOU, ’18.12)와 협력 강화로 효율적 지지기반 마련(정책협의회 개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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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는 건강서울 조성

‘서울케어’핵심, 건강돌봄서비스 강화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로 커뮤니티 케어 선도

찾동․시립병원 발굴 건강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 복합만성질환자, 독거․고립 등 사회적 건강 취약계층 대상(연인원 약 6천명)

− 건강상태 포괄적 검진,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및 지속관리

지역건강돌봄서비스의 허브기관인 보건지소 확충 및 기능 확대

− 지역 포괄케어 거점 공간으로서 보건지소 지속 확충 : 28개소(’18년) →33개소(’19년)

− 보건(지)소 건강돌봄서비스 수행 전담팀 확대 운영 : 4개구(’18년) →6개구(’19년)

※ 전담팀 : 마을의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작업)치료사등 5~10명으로구성

민간의료기관 참여․협력 강화 및 지역건강 포괄케어 기반 조성

− 지역건강 포괄케어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19.3)

− 환자의뢰․회신체계 유형별 인센티브 기준 마련을 통해 일차의료기관 참여 확대

찾동 방문간호사 적정인력 확충으로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

− 동별 방문간호사 인력 정원제로 적정인력 확충 : 768명(’18년) → 949명(’19년)

− 찾동 방문간호사 정규직 공무원 정원확보 및 인건비 지원(’19년) : 시비 75% 정액지원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

− 보건소의 정신건강 헤드쿼터 역할 수행으로 지역사회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찾동 정신전담인력 확대 : 17개구 17명(’18년)→25개구 30명(’19년)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통한 응급대응체계 구축 (보라매병원, ‘19년~)

 신체질환을 가진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 제공
회복정신질환자의 주거지원 확대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및 독립 지원주택 운영 확대 : 4채(’18년) → 28채(’19년)

− 정신질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당사자 역량강화 지원 확대

자살시도자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방지

− 경찰(발견 및 신고), 소방(병원 이송), 자살예방센터(위기개입) 응급출동 역할 분담

− 응급의료센터(11개소) 내원 자살시도자 관리 협력 강화 및 치료비 지원(1인당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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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인프라 확대 및 지역건강 돌봄 연계 강화

권역별 규모 있는 거점 시립병원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기반 강화

− 감염, 응급, 재활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서남병원종합병원육성(’19.4), 서울의료원응급의료기반확충, 강북어린이전문병원설립추진등
− 시립병원별 기능 재정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18.3~’19.10)

시립병원을 통한 보건․의료․복지(301) 통합 연계 확대

− 차상위계층 등 의료사각지대 대상 의료비․간병비 지원확대

: 17억(’18년) →19억(’19년)

− 반복 입원환자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돌봄 연계 확대 <사례관리회의>

응급실내 공공응급상담사와 경찰배치로 맞춤 연계 및 안전 확보

− 서울의료원 등 국공립 5개병원 응급실에 공공응급상담사 총 7명, 응급실당 경찰 2명 상주

− 고위험군 환자대상 심층 면접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 연계

치매안심도시 서울 조성

서울시 ‘치매 친화적 안심환경’ 조성 강화

−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프라 구성 및 인력 확대 : 395명(’18년) → 450명(’19년)

− 민간이 참여하는 ‘우리동네치매안심주치의’ 제도 확대 : 5개(’18년) →25개 자치구(’19년)

− 치매관련 시설종사자 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도모(’19년~)

기억키움학교(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

− 경증환자맞춤형인지건강서비스강화를위해기억키움학교확대 : 23개(’18년)→25개구(’19년)

−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카페 운영 확대 : 24개(’18년) → 25개구(’19년)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취약근로자의 건강악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81,184원(’19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

유급병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서울시-자치구 보건소-동주민센터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1월~)

− 사업 조기정착의 핵심인 대상자 발굴을 위한 기관간 연계 홍보 강화(2월~)

※ 건강보험공단,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지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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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권 강화 및 환경보건 기반구축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가족 건강증진 및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맞춤형 임신․출산 공공서비스 확대

− 서울시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 확대 : 4개(’18년)→10개구(’19년)

 임신위험요인평가및상담, 35세이상난소기능검사지원등
− 적극적 출산지원을 위한 난임치료 지원 확대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자치구 확대[4개구(’18년)→12개구(’19년)] 및 정부지원
사업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180% 이하)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아 건강돌봄(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강화

− 0세아동 방문관리율향상을 위한 방문간호사 적정인력 확대: 92명(’18년)→120명(’19년)

− 고위험 가정에게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서비스(최대 25회) 제공

모든 출산가정에 보편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조리) 지원 확대

− 저소득 출산가정 11,894명(’17년) →모든 출산가정 22,263명(’18년) →35,000명(’19년)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로 서비스 질 제고 추진

청소년 비만 예방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서울형 건강학교 시범운영(’19.3~)

− 미취학 아동 건강습관 형성 지원 : 465개소(’18년) → 500개소(’19년)

 어린이 비만예방 교육과정(신체활동, 식생활) 개설, 보육교사 및 학부모 참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흡연․음주 폐해 예방 강화

− 건강한 또래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시 전학교 적용(’19.10~)

 학교 커리큘럼과 연계하여 비흡연 긍정인식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이 주도하는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확대 : 77개소(’18년) →156개소(’19년)

WHO와 함께하는 서울시 환경보건관리 기반 구축
WHO-환경부-서울시가 협업하는 환경보건 국제네트워크 구축 운영

−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유치 확정에 따른 센터 개소(’19년 상반기)

−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국가․도시간 협력 교두보 마련

환경보건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수립(’19.10)

−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법적기반 강화

− 활동공간 실태조사, 독성관리센터(PCC) 등 관련 센터 설립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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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감염병 안전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및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 강화 및 기획수거 확대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을 통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부재

농약에 대한 일률 기준(0.01㎎/㎏ 이하) 적용

− 로메인 상추 등 농수산물 안전성 이슈에 대한 테마별, 계절별 기획 수거검사 강화

10월 전국체전 대비 식품위생 안전망 체계 구축 및 운영

− 종합상황실 운영, 유관 기관간 협력 지원 공유체계 구축

− 경기장 주변 음식점 집중관리를 통한 대형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19년)

− 생산부터 유통까지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시민 주도적 정책 수립

− 인구 및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예측 및 대응 등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추진체계 확립 및 역할분담 강화, 조정자 역할 수행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집단시설 결핵발생 대응 강화 및 맞춤형 집중관리 인프라 확충

−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결핵전담 역학조사반 운영 : 팀장1, 결핵역학조사관 1, 간호사4

− 집단시설 발병시 유기적 업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의료기관내 집단감염 발생 제로를 위한 감염관리 기반강화

−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60개소)

−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실시 : 중소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 대상

해외유입·신종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 및 신속 대응 능력 강화

−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감시 강화, 감염병 의심환자 진료시 해외여행력 확인철저

− 메르스 등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 등 참여 합동훈련(연14회)

− 홍역 등 재유행 감염병 조기발견·확산방지를 위한 감시 및 환자·접촉자 관리 강화

수의 공중보건 강화를 통한 인수공통 전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 구제역 대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19.2.1 ~현재까지)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10개소 653두) 및 예찰・소독 강화
−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및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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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 교육인프라 확충
비강남권 교육인프라 확충 및 地域據點 空間化

− 학교 체육관(6개교), 지하주차장(3개교),

드론 전문교육 시설(4개교) 확충 지원

− 도시재생사업 연계, 학교개방으로 지역주민 거점공간화(3개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전 자치구 확대로 학교-마을 협력 교육모델 보편화

− 기존 미참여 3개 자치구(중랑·송파·강남) 참여, 전 자치구 예산 균등 지원(시5억, 교육청5억)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구별 핵심과제 운영, 동(학교-동) 단위 거버넌스 구축

15년 경과된 학교 노후 화장실, ’21년까지 완전 퇴출(668개교)

− 1단계 800개교 완료(’15~’17) → 2단계 668개교 개선 추진(’18년 173개교, ’19년~ 연 165개교)

− 전면보수 완료 60개교 민·관합동점검, 교육청과 개선 및 기능향상 방안 마련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쉽게 접근이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 지역도서관, 주민센터, 학교 유휴교실 활용,

생활권 동네배움터 확충(100개소)

− 공공부문 및 민간기관·단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수조사 및 D/B 구축(7월)

− 자생적 민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서울文香 등으로 지원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연계형 시민대학’ 운영(10개 기업)

− 일하는 시민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시민대학’ 운영

▸ 시(강사·프로그램 제공), 상공회의소 등(참여기업 발굴), 기업(학습자 모집)

− G밸리·종각 등 4개 권역(지하철 인근)에 일-학습이병행되는 ‘퇴근길시민대학’ 시범운영

배움의 기회를 활짝 여는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 인터넷뱅킹, 지하철 알고타기 등 서울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문해교육’ 실시

−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 마련(5월)

<동네배움터 (전통공예)>

<드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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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서울형 대안학교)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학교이탈(교육청), 사건현장(경찰청), 보호관찰처분(검찰청·법원) 등 다양한

경로로 배출되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긴밀한 연계망 구축

− 현장실습이 가능한 인턴십 과정 확대 지원(300명), 학업진행 지속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 지원(300명), 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장학금 신규 지원(100명)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대폭 확대(82개교 중 서울시 지원 대상 44개교)

− 교사인건비(3명) 지원, 1인당 인건비 연차별 확대 지원 등 교사처우 개선

− 대안학교 전체 재학생 친환경 급식 제공, 차상위계층 등 청소년 수업료 지원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한「서울형 대안학교」지정

− 재정운영의 투명성, 교사 선발·관리의 객관성, 교육이념의 보편성(비종교성)을

갖춘 서울형 대안학교를 ’22년까지 45개소 지정 (’19년 15개소 지정)

− 서울형 대안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운영비의 70% 수준 지원

− 문화재단과 협력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합교육’ 지원,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지원 등 교육서비스 수준 강화

<인문·예술 통합교육 활동 사례>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연차별 확대 및 안정적 지원

− 연차별 확대 지원 :

고3(’19년) → 고2·3(’20년) → 고 전체(’21년)

− 보건환경연구원, 친환경유통센터 등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활성화

− ’18년 9개구(6센터)에서 ’19년 13개구(10센터)로 참여 자치구 확대 추진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공급식센터 이용시설 확대

<고교 친환경급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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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간의 가치를 담은 도시재생

 지역별 특화·균형성장 기반 마련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

 4.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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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간의 가치를 담은 도시재생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형 도시재생 구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특별법 제정(’13년) 이전부터 뉴타운 재개발사업 대안으로 도시재생 추진

총 146개 지역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진행 중

− 법정 도시재생사업(27), 주거환경관리사업(79), 우리동네살리기(2)

서울형 사업(12), 도시활력증진사업(11), 새뜰마을사업(2), 골목길(13)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성과 창출 가시화 <추진 현황도〉

국가협력 기반의 전국 도시재생 선도

정부 ‘도시재생 뉴딜’ 참여 지속 확대 : 7개소(’18년) → 12개소(’19년)

− ’18년, 부동산 불안 등 악조건에서도 주거지형 7개소 선정, 국비 600억 확보

− ’19년, 중심지형까지 확대, 총 12개소 선정에 국비 1,500억 확보 목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지 비중을 높여 추가지정, 성장거점 발굴

− 중심지형(경제기반․중심시가지형) 8개소 내외 선정 : 공모(’19.3) ⇒ 선정(’19.7~8)

－ 주거지형 도시재생사업 : ’18년 희망지 대상 7개소 내외 선정(’19.3)

서울형 도시재생 자립기반 마련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기업(CRC)을 육성․지원

− 수익사업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재생을 이어갈 도시재생기업 단계별 지원

재생지역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상품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제품기획 등 종합적인 마케팅 지원

− 공동상설판매장 조성·운영(’19.2~), 도시재생장터 운영(’19.3~) 등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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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성장거점 조성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강소․창업기업 1,300개 유치공간 마련 본격 시행

− ｢마곡 R&D센터｣ 3개소 설계 및 민간사업자 공모(’19.5)

− 연구시설 공실 공유제 지원기업 선정(’19.6)

산학연 협력적 연구 환경 조성

− R&D 융합형 인재양성 시설 M-융합캠퍼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19.8)

− 수도권 소재 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소 서울분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입주기업 및 시민 위한 문화․복지공간 확충

− R&D 기업지원 MICE 복합단지 사업자 선정(’19.4)

− 민간 공공기여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착공(’19.3)

마곡 스마트시티 시범(실증) 단지 조성

− 사물주소 시범사업 공모 신청(’19.2), 행정안전부), 리빙랩 공모(’19.4)

− 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관리 위한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연계 (’19.5~12)

< LG아트센터>

< 마곡 R&D센터(공공형) >

동북권의 일자리·문화중심, ｢창동 ․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서울아레나 건립 등 문화예술거점 조성

−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심의('19.4),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19.9)

− 농협하나로클럽부지 복합문화·유통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19.12)

일자리 창출 핵심 선도사업 추진
−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공(’19. 9)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조성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19)
 ※ 동북권 창업센터 등 세대융합형 복합시설공사 계속(~'20.9)

광역 접근성 및 지역간 연결체계 개선
− 광역접근성 개선을 위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실행전략 마련('19.6)

− 창동·상계 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실시설계 및 동서간 연결교량 설계 착수(’19.7)

차량기지 이전부지, 혁신성장거점 조성방안 마련
−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형 개발방안 수립 착수('19.4~)

<서울아레나>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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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보행 녹색광장과 자연광 유입 복합환승시설이 결합된

새로운 시민중심, 랜드마크 공간 조성

− 기본설계 완료('19.7), 입찰 및 착공(’19.8~12)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 ‧ MICE 복합단지 조성
−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착수('19.6)

− MICE 민자사업 상반기 적격성조사 완료 목표('19.6)

지구일대 친환경․보행중심 인프라 구축 본격화
− 탄천보행교 및 탄천․한강 정비 국제설계공모 등 '24년까지 단계별 추진

현대차 GBC 개발 및 공공기여 관리
− 건축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 적기 이행으로 상반기 중 착공('19.6)

−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협약체결 등 공공기여 이행체계 확정

<주경기장 리모델링>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수색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  
수색역 일대(DMC역~수색교) 개발사업 본격 추진

− DMC기능 확장․육성을 위한 업무․상업시설 공급 및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성 증진 방안 수립('19년)

DMC역 복합개발 선도적 추진
− I3․4․5 부지 상생협의 마련과 병행해서 DMC역 복합개발 추진

−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건축계획 등 사전협상 추진('19년)

디지털 메이커시티, 용산 Y-Valley 재생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요소 도입을 통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조성
－ 통합 안내시스템 및 신산업 체험․테스트 ZONE, 드래곤 큐브 조성(’20.2)

－ 로봇스테이션(’19.6), 가상현실(AR/VR) 플랫폼(’19.7), 드론 활성화 거점(’20) 조성

신산업과 청년창업 연계로 혁신 창업도시 조성
－ ‘상상Lab’ 조성을 통한 창업기업 입주 지원, 신산업(AR·VR, 드론, 로봇) 육성(’19.10)

－ 청년창업플랫폼 용산전자 상상家 활성화, 국공유지활용 창업문화복합허브 조성(’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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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산업 거점, 영등포 경인로 일대 재생

민간부지를 활용한 경제거점 조성

－ 대선제분 부지, 시민 복합문화거점으로 재탄생(’19.11)

－ GS주차장부지 복합개발 등

 기계금속가공 + 문화예술이 융합된 혁신메카 조성

－ 기계금속 장인 + 문래동 예술인 콜라보 구축(’19년~)

－ 기계금속·문화산업 융복합 및 고도화 집중 지원, 청․장년 고용 확대

<대선제분 부지>

미래형 도심산업 혁신,「세운 스마트 메이커시티」 도약
기술/지식/금융 기반 통합형 도심제조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 세운메이드 상품개발 및 유통확대, 세운기술 지식허브 구축

− 공공-민간협력형 세운기술기금 조성 및 지원(’19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거점 인프라 확충

− 청년 인쇄+창작문화 융합 거점 조성(’19.11), 세운STUDIO 조성‧운영(’19.4)

− 소상공인 판촉지원을 위한 세운부품도서관(’19.4) 및 오픈편집숍 조성(’19.11)

<창작인쇄산업 거점(진양사우나)> <세운 STUDIO(큐브)> <세운 부품도서관(큐브)>

종묘~퇴계로~남산을 연결하는「1km 공중보행길」완성(’20.4)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육성

미래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경제거점 구축

－ 중심시가지형 →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전환 사업추진(’19.2~)

－ 이동수단 중심(전기차·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산업 육성

5대 핵심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19.1~12)

－ 핵심 거점시설 현대화(조성) 추진

※ 중고차 매매센터/부품상가/재제조혁신센터/민간개발부지정비

범정부 협업기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정부 관계기관 협업사업 발굴 및 신규 일자리 확충

－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장안평 도시재생지역〉 

〈자동차산업 정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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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명소 재생

 

시민중심 대한민국 대표공간, 새로운 광화문 대역사 추진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 및 도심 활성화 추진

− 600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백악~경복궁~광화문에 이르는 상징공간 조성

− 북촌, 서촌, 사직동, 정동, 청계천 등 역사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심 활력 제고

−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사업과 연계, 보행․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

2019년, 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원년으로 시민소통 강화(’19.1~)

− 핵심이슈(교통혼잡, 동상이전, 시위확산 등)에 대한 본격 공론화 추진

− 소통관(해치마당) 운영, 콘텐츠 큐레이션 등 시민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남산 자연성＋역사성 회복을 위한 예장자락 재생

남산 예장자락 자연경관 회복(’19.12)

− 잠식시설을 철거하여 남산의 원풍경 복원

− 공원조성(15,154㎡), 주차장(41면) 신설, 교통체계 개편

도심부 보행네트워크 강화 및 역사재생 추진(’19.12)

− 서울로 7017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로 도심부 보행 네트워크 강화

− 남산2청사 철거잔재로 메모리얼 광장 조성, 역사탐방로 조성 등 역사성 재조명(’19년)

〈남산 예장자락〉

음악중심 복합문화기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으로 명소화 추진(’19.8월 준공)

− 공연장, 다목적시설, 문화집합소, 노들장터, 노들숲, 보행

육교 등 시설 조성(건축연면적 9,747㎡, 조경 33,330㎡ 등)

노들섬 특화공간 그랜드 오프닝(’19.9.28일 개장)

− 사전행사 및 다양한 채널(SNS, 온/오프라인, 방송매체 등)을 통한 대대적 홍보전개

− 불꽃놀이,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등과 연계한 공식 기관행사 개최

<노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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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삶의 일상 공간, 골목길 재생

일터, 삶터, 놀터가 어우러진 주민 직접참여 골목길 재생

－ 골목반장․골목반상회 중심, 주민 직접 참여방식을 통한

공유골목 생활 이슈 해결

－ 골목 건축가 통해 주민 실질적 요구사항 반영,

바로 체감 가능한 골목길 정비, 주거환경 개선

지역별 다양한 시범사업 거쳐, 33개 골목길 재생 본격화

－ 시범 2개소(후암․성북) + 자치구 11개소 본격 조성(’19.하반기), 신규 12개소 공모․선정(’19.4~6)

－ 서울로 2단계 연결길 7개소 골목 / 삼양동(강북구) 소나무협동마을 골목 재생

<골목길 재생>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본격 추진

공공이 선도하는 ‘一石三鳥’ 지역재생

➊ 빈집 1,000호 매입, 철거·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➋ 임대주택 4천세대 공급(청년·신혼부부)

➌ 청년창업센터, 커뮤니티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지역거점 복합조성을 통한 지역활력 회복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시의원․교수․감평사 등 전문가 참여)을 통한 실행력 제고

주민 공동체가 살아있는 10분 동네 종합 주거지 재생 

10분 동네 단위 지역밀착형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 추진

－ 기존 앵커시설 설치 위주에서, 주민체감형 편의시설

확충으로 전환, ’22년까지 3,753억원 투자

－ ’19년 해제지역 등 취약지역 대상 시범사업 추진,

13개 시설 내외 60억 투입(’19.4 선정), 향후 순차적 확충

정부 생활SOC 공급확대 정책과 연계, 사업 확대 기반 마련

－ ’19년 정부 생활 SOC 확충 8.6조원 투자 예정

－ 공모 대상지 사전 발굴 및 준비를 통한 선제적 대응, 국비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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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특화·균형성장 기반 마련

미래 공간 비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주도로 서울의 미래변화를 반영한 공간계획 수립(’19.~’20.)

− 미래 변화에 대비,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간적 기반 마련

 교통, 주택, 생활SOC 등 이슈를 고려하여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

− 남북교류 확대, 정부의 지방분권(대도시권)등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상위계획 반영과 시민‧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공감대 확산

− 실현성 제고 등을 위한 상위‧관련계획 간 정합성 확보

 제5차 국토종합계획(국토부 ’18.6~’19.9) 및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반영

생활권계획 본격 추진 및 지역중심 육성계획 수립
지역생활권 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추진

−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 소외·낙후된 20개소 우선 시행(’19년)

미아지역생활권 독산지역생활권 면목지역생활권 오류수궁지역생활권 응암지역생활권

− 민선7기내(60개소) 연차적 시행 완료(’20년 15개소 → ’21년 15개소 → ’22년 10개소)

동북권 지역중심(미아, 망우, 성수) 육성·실행계획 수립

− 지역중심별 지역에 맞는 특화·육성전략 제시로 자생적 지역활성화 기반 마련

−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이 취약한 동북권 우선수립(’19년), 이후 타권역 확산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심권) 역사문화 도심으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황학동 일대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마련 및 용산미래중심지 기능강화

(동북권)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

− 화양1, 아차산, 동일로 일대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 강북구 우이신설경전철 개통에 따른 여건변화 대응

(서북권) 창조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상암 DMC 지역주민‧상인‧사업자간 상생 도모 및 연신내 상가정비, 상업기능 활성화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 주민 생활기반 강화

− 온수역 일대 천왕~오류 연계 신산업·문화 거점 육성, 신정네거리 역세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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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성장 거점 조성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활용방안 구상(’19.9.)

− 서남권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과 일자리 기반의 가산·대림 광역중심 실현
− 이적지 주변지역과 단절극복 및 개발효과 극대화로 지역거점 역할 수행

서남권 도시첨단물류단지(서부트럭터미널) 조성
(전국 최초, ’20년말)

− 첨단 물류유통 트랜드를 수용, 미래지향적 물류단지
조성으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부지 10만㎡, 연면적 83만㎡ 규모의 도시첨단물류시설,

쇼핑몰, 문화시설 등으로 지역거점 육성

염곡차고지 일대 복합개발사업 추진(’19~’24)

− 규모 있는 R&CD 연구공간 확보를 통한 양재 R&CD 기반확충

− 공공주택 건설·공급을 통한 주택시장의 주거안정 기여

<개발조감도(안)>

시민 생활의 중심, 역세권 활성화계획 수립

역세권 통합관리기준 마련, 시행(’18~’19)

− 역세권 유형 및 역세권내 입지특성별 용도지역 변경기준 마련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용적률 활용, 역세권내 필요시설 확충방안 마련

−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와 역세권사업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기준 마련

역세권 활성화 사업(신규 모델) 도입, 제도화 및 시범사업 추진(’19~’20)

− ‘가칭’ 역세권 활성화사업(신규 사업모델) 도입, 제도화 추진

−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SH 참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시범사업 추진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한 지역별 생활SOC 확충

도시계획시설(市 면적의 61%) 기능 고도화 방안으로 생활SOC 확충

− 가용지 고갈 및 여건변화에 대응, 기반시설의 기능 강화 및 복합적 활용방안 마련

도시민 여가 ․ 문화의 장으로서 광장 업그레이드

− 도시민의 휴식과 도심의 상징적 공간으로의 품격있는 서울형 도시광장 조성

저이용 ․ 노후 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시민친화적 공공청사로 재생 방안 마련

도로 입체개발 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도시성장 활력 마련

− 도로공간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생활SOC 확충 및 창의적 도시개발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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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지속 공급 및 추가 8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2017년 7.4% → 2022년 9.7% → 장기 30.0%

−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8만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

※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 : 양적 공급➡지역 주민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고려주택 공급

<북부간선도로 복합화> <경의선숲길끝교통섬복합화> <도심 공실 주거전환>

다양한 유형의 사회·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로 공동체 주거문화 회복

−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운영(’19.3월 영업인가), 사회주택위원회 운영(’19.5)

−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조성(’19.5월 착공), 아파트 단지 대규모 공동체주택

건립(고덕・강일지구 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도모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 확대 추진

− ‘22년까지 신혼부부 대상 공적임대주택 총 8.5만호 공급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이차보전(’18.12월말 기준 5,498세대 지원)

− 신혼부부 선호반영, 육아 등 특화설계 적용한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청년지원시설 설치

− ’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총 8만호 공급

− 역세권청년주택에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시설 설치(청년창업지원센터 및 무중력 지대 등)

※ ’18.12월말 기준 총 74개 사업 28,412호 공급 추진 중 <무중력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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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민간 건축물・공사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기반 마련

− 건축 안전의 원년, 건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市・區 건축안전센터 운영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수립(’18. 12)

기존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기존 건축물 화재・지진 대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19년~)

− 소규모 안전취약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등 공공역할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및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부담금 배분 비율 조정 건의(국토교통부 협업)

－ 국토부 : 서울시 : 자치구 = (현행) 5 : 2 : 3 ⇒ (조정) 2 : 5 : 3

－ 환수된 재건축 부담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

재건축의 대안 “서울형 리모델링” 확산 지원

－ 지역상생·녹색건축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 모든 리모델링 사업 대상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적용

정비사업의 전문화·선진화 추진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안정적 정착(’18년 시범, ‘19년 의무)

− 클린업·e-조합·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합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전환

− 임원선거 전자투표 및 총회 등 전자의결 시스템 개발·보급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인권·주거권 보호

− 사전협의체 운영 내실화로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 유도

− 중점관리 이주대상 정비구역 선정하여 불시 강제집행 방지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사전협의체 운영>



- 69 -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서울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혁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

 지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추진

 소통강화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 구현

 신뢰받는 시정, 시민이 안심하는 서울 구현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지원 확대

 5.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서울



- 70 -

1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서울

시정전반의 성주류화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성인지 정책도구 내실화 및 직원 교육 확대로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

− ‘성별영향평가조례’ 제정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평가제도 기반 강화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19.6)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 성평등 정책 실천 우수부서(3개) 선정, 포상 실시(’19.3) 및 결과 공유

− 성인지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한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운영

학교와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 중 ‧ 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약 3만명) 및 성평등 공모전 개최

− 공공시설 비상생리대 비치 확대로 여성건강권보장 : 11개소(’18년) → 200개소(’19년)

여성의 안전과 인권이 존중되는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앱’, 25개구 심야 전담인력 확보로 촘촘한 관제체계 구축

− 불법촬영 점검장비 확대(25개→1,550개) 및 점검 강화로 ‘안심화장실’ 추진

− 여성안심택배함 추가 설치 : 210개소(’18년) → 230개소(’19년)

−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 귀가지원 : 약 35만건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개발

− 연구용역(’19년) →  시범사업(’20년) → 사업 확대(’21년~)

− 보호중심 → 보호 + 자립지원(주거, 맞춤형 일자리 공급 등) 등 통합지원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 대학생 대상 데이트폭력 예방교육(3천명) 및 성평등 문화확산 캠페인 개최

− 디지털 성폭력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유통플랫폼 모니터링, 인식개선 캠페인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및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개선 추진

− 차별조사관 및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10~12월)

여성 취업 ․ 창업 지원 및 좋은 일자리 창출

− 기업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전문인력 양성(23개 기관, 24개 과정)

−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약 16천명), 여성친화형 뉴딜일자리(약 700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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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혁신

내 삶의 문제해결, 지속적인 사회 혁신

   

혁신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팹시티(Fab City) 본격 추진

− 팹랩(Fab lab) 확산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3월~ )

−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FAN) 컨퍼런스 성공 개최(5.6~5.11)

전환도시 실험장으로서의 서울 혁신파크 운영

− 에너지, 공유, 팹시티 등 서울혁신파크 대표 전략 프로젝트 추진

− 안전한 시설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 친화형 열린 파크 운영

혁신과 공유로 사회문제 해결력 증대

− 마을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로컬랩 운영(6개동)

−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전 자치구 확대

학교 생활체육 시설 개방 등 공유 서비스 확산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자치정부 추진
청년에 대한 실속있는 지원으로 자립 기반 마련

− 청년수당 지원강화 : 만19~29세(’18년)→졸업 후 2년 이상, 만19~34세, 5천명(’19년)

− 청년미래투자기금 사업 실시 : 1인당 최대 3,000만원 금융지원, 500명 내외

− 청년공간 확대 : 9개소(’18년)→12개소(’19년), ’22년까지 자치구당 1개소 조성·운영

청년세대 주도의 미래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자치정부 추진

− 청년청 신설(’19.1), 청년자치정부 출범(’19.3), 서울청년의회 상설화

−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자율예산제(500억), 미래혁신프로젝트 등 추진

포용과 참여로 함께 누리는 인권특별시 서울 구현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는「인권영향평가 제도」본격 도입 및 시행

− 市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

− 인권 전문가의 영향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의 전문성 제고
− 자치법규분야 인권영향평가 전수 실시(총837개, 조례 613,시행규칙 224)

市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18.8월)」수용
‣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실행, 공개, 구제절차 제공

− 시 산하 출연기관(18개)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실시

‣ 인권경영 교육실시 및 매뉴얼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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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

내 삶의 방식, 일상적 민주주의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확장

− 제안→ 토론(숙의)→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디지털 시민참여 모델 확립

‣『시민제안』과『서울시가 묻습니다』융합, “서울의 공론장” 운영(10회)

− 블록체인 기반 시민투표 기능설계 및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 재개발

− 오픈 소스 활용, 투자출연기관, 유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추진

시민사회와 소통 협력을 통한 실질적 협치 정착

− 시정 협치 강화를 위한 협치공론장 2배 확대(6개→12개 분야)

− 민․관 상호 신뢰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10월)

주민권한 확대로 마을 민주주의 일상화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에 대한 예산편성권 부여로

동단위 주민 자치력 강화(’19년 26개동 10억원) <주민전자투표>

− 골목단위 주민생활문제 해결로 골목생태계 활성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확립

주민참여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서울형 주민자치회」전환 지속 추진

− 시행지역 확대 : 15개구 81개동(’18년)→20개구 126개동(’19년)

− ‘찾 동’ 마을계획의 경험을 바탕으로 ’22년까지 424개 전 동 전환

주민자치회와 다양한 지역 주체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회(분과)와 골목 단위 소모임과의 연계

강화로 생활의제 발굴 확대

－ 동 행정과의 수평적 협력 확대로 공적 영역에서의

주민 참여 효과성 제고

‣ 주민 발의 자치계획에 대한 정책공유 및 주민의 동

행정사무 평가 참여 확대 등 <주민총회(도봉구 방학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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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

지역과의 상생교류를 위한 상생상회 활성화 및 서울농장 조성

상생상회 입점상품 관리·홍보 강화 및 지역상생의 거점공간 운영

− 먹거리 안전성‧소비자 만족도 등 고려한 상품 관리 및 기획전 운영 등 홍보강화 

<청년농부 김장전> <청년농부 약방> <우호교류지자체 기획전>
 

− 문화,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제공, 서울-지역간
교류·협력 공간제공을 통한 지역상생의 정보․인적 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실현을 위한 서울농장(3개소) 개장

−농촌체험, 정보제공, 귀농정착 등을 지원하는 도농교류 복합 플랫폼 조성

구 분 상주 서울농장 괴산 서울농장 영암 서울농장

개장예정 ’19. 9.(리모델링) ’19. 8.(신축) ’19. 10.(신축)
규모(부지)
(위 치)

17,321㎡
(이안면 이안리 270번지)

8,801㎡
(청천면 관평리 169번지)

17,797㎡
(미암면 호포리 83번지)

조 감 도

− 시군과 서울농장 운영협약 체결(’19.4) 및 개관(’19.8.이후)

▸ 서울농장 세부운영계획 수립, 지역별 운영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

지역 수요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체결 추진
자치단체 간 MOU 체결 활성화

− 지역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하고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전국 각
지역과의 우호교류협약 지속 추진(現 52개 → ’22년까지 110개 지자체)

− 체계적 MOU 관리를 통해 지역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기반 조성

마을과 마을 및 다자간 상생 MOU 체결 지원

− 동 단위 마을(자치회관)과 지방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 체결 도모

− 지속가능한 교류활동을 위해 기초 지자체간 MOU체결 지원

‣ 3개 이상 지자체간 연계(다자간 체결방식) 병행을 통해 지역 관광상품 개발, 유사

축제 연계․홍보, 특산품 유통 등 협력 사업의 효과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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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추진

전략적 핵심사업 추진을 통한 서울-평양 협력사업 다변화 제고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

− 남북 공동준비위원회 구성․운영(공동 위원장 : 서울시장, 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IOC 현지실사 대비 경기장․숙박․교통 등 인프라, 의료시설 공동 점검

− 올림픽 공동유치와 연계 서울-평양 교류협력 확대

‣유치활동 단계, 참여대상 등을 고려, 서울-평양 간 다양한 체육․문화교류 추진

− 서울․평양 상시 협의채널 개설․운영

‣공동준비위원회 사무소 설치 및 직원 상호 파견 추진(초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활용)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체계 구축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실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운영

‣‘(가칭)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 구체화 및 실행 준비

− 공식창구인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사업 제안 등 적극적 대북협의 추진

‣한강시찰단 초청, 한강-대동강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북측 참여 유도

− 대북제재 감안, 우선 서울-평양 공동조사 및 상호 방문 등 단계적 추진

사업제안
(개성연락사무소) ➡ 실무 협의체 구성

(서울-평양) ➡ 현지조사 및 사업발굴
(공동조사단) ➡ 시범사업

제재 완화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평양 포럼’ 구성․운영

− 세미나 형식의 과제별 논의구조 출발, 협력사업 협의의 장(포럼)으로 발전

‣서울-평양 도시협력 관련 과제별 남북 전문가 참여, 실무 세미나 수시 개최

‣세미나를 토대로 포럼 개최, 서울-평양 협력체계 구축․제도화(서울-평양 대표단 참여)

시민공감형 통일문화조성사업 추진
평화 통일 및 남북교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 민간단체 남북교류 관련 학술회의, 포럼 등 지원을 통한 기반조성사업 확대

 − 서울-평양 도시협력 관련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정책 브랜드 공모 추진

 −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관련 의식조사 실시

시민 공직자 대상 평화통일 교육 지속 확대
 − 유튜브,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 콘텐츠 활용 등 시민 대상 교육 확대

 − 통일교육법 개정(’18.9)에 따른 공직자 평화통일 교육 의무화(연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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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통 강화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 구현

시민 주도의 시정참여 및 소통 활성화

   

시정정보 제공 및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시민과 공감대 확산

− 신문ㆍ잡지ㆍ방송, 市ㆍ자치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ㆍ생활 정보 적기 제공

− 시민발언대ㆍ청책토론회 등 확대 운영을 통해 현장 소통 및 시정 참여 활성화

뉴미디어 매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민참여 기반 확대

− 민간포털과 연계, 시정 핵심사업에 참여 캠페인 확대(’19년 6회ㆍ80만명 참여 목표)

− 콘텐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영상ㆍ방송물 제작ㆍ확산으로 시민 공감도 제고

− 뉴미디어 홈페이지(내손안에서울ㆍ라이브서울 등) 통합으로 효율적 정보 제공(’19.7)

서울브랜드( ) 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민관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시민주도 서울브랜드 확산

− 브랜드위원회, I·SEOUL·U 프렌즈ㆍ파트너스 등과 서울브랜드 마케팅 협력 강화

※ ’19년 서울브랜드 인지도 88%(’18년 84%), 호감도 75%(’18년 70.7%) 목표 추진

− 전국체전 등 국내·외 축제ㆍ행사, 해외방송 등과 연계 맞춤형 프로모션 추진

서울시 우수정책 확산 및 도시매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소통 강화

− 市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6개) 및 SNS(10개)를 활용한 서울시정 홍보·마케팅 추진

− 해외도시 오피니언 리더 등과 연계 홍보 및 외국어 방송 콘텐츠 강화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응대 역량 강화

− 민원서비스 친절교육(51회 4,501명) 및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6회, 210명)

− 민원응대(전화) 서비스 품질관리 및 정기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 ’18년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평가 서울시 최우수기관 선정결과를 ’19년에도 지속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찾아가는 서울시청’ 활성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소외지역, 시민참여도 높은 현장(민간박람회, 자치구 대표축제 등) 집중 방문(주 4회)

− ‘서울생활도우미’, ‘민원법률상담’ 등으로 민원 해결 및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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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뢰받는 시정, 시민이 안심하는 서울 구현

청렴정책 지속 추진 및 경제․민생 감사 지원으로 시정 신뢰도 향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청렴정책 지속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

− (내부)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청렴교육, 자기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내부청렴도 제고

− (외부)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문자발송, 청렴해피콜지속 추진으로 부패예방 강화

− (전문가 등)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청렴캠페인 등 전개로 청렴문화 확산

투자․출연기관 관리 및 감독 강화를 통해 비위제로(zero) 추진

− 투자․출연기관 비위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기관평가 하위 반영

− 투출기관 감독부서 역할 수시 점검, 업무추진비, 채용 등 주요이슈사항관리시스템 구축

일자리․재정사업 등 감사역량 집중으로 경제․민생분야 활력 제고

−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 조기집행실태 등 감사 추진으로 시 건전재정 지원

− 일자리, 복지 등 시 역점사업 분석, 불법․불공정 하도급처분 강화 등으로 민생 지원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통한 민생침해범죄 척결
시기별․업종별․테마별로 시의성 있는 민생범죄 수사 총력(16개 분야, 71개 법률)

− 불법 대부업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 환경오염 ․ 무자격 의료범죄 등 시민안전 위해

행위, 주택 불법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등 수사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 전문가 양성 및 디지털 과학수사 활성화

− 수사전문관 확대(18명→25명), 외부전문가(現 5명, 변호사4․경찰1) 채용 지속 추진

− 검․경 수사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센터,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운영

수사 거버넌스 및 민생범죄 신고제도 홍보 강화

− 국가기관*, 관련협회·단체**, 市(유관부서)․자치구 등과 공조 수사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자동차검사정비조합․한국대부금융협회 등

− 신고포상금제 운영,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통한 민생범죄 신고 활성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범실시에 행정역량 집중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적기 대응체계 구축

− 시범실시 준비를 위한 시 내·외부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TF) 구축

− 법안통과 시 자치경찰 전담 조직을 구성, 자치경찰제 실행방안 마련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방안 발표(당·정·청 협의회 시, ’19.2.14)

‘시민이 안심하는 치안행정’ 구현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 자치경찰 사무 구체화 등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으로 시민불편 및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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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지원 확대

납세편의 시책 등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 제공

장애인․어르신․외국인 3대 납세 취약계층 납부편의 개선

현 행 개 선

￭ 음성 ARS 납부
- 1599-3900 전화, 음성에
따라 납부

￭ 보이는 ARS 납부 추가

- 1599-3900 전화, 화면에 따라 납부

- 청각/언어장애인 및 어르신 등 쉽게 납부

￭ 은행방문 CD/ATM기 등
납부
- 장애인, 어르신 등
은행방문 납부

￭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무인수납기 설치

- 거동불편장애인, 어르신등납부불편해소
- 저시력/색각장애인및어르신용기능구성
(납부기능 중심의 직관적이고심플한화면)

￭ 홈페이지(ETAX) 한국어,
영어 제공
- 내국인 및 영어권 외국인
에게만 서비스

￭ 외국인용 홈페이지(ETAX), 앱(STAX) 제공

- ETAX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제공
- STAX : 한국어, 영어 제공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확대로 시민편익 및 민생안정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 2개조합 ⇒ 6개조합(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원가자문 확대 실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면적 1만㎡ 미만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 조합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2월) 및 방문설명(2~3월) 등 홍보 강화

설계경제성 검토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사의 품질 및 기능 향상

−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 설계경제성 검토 위주로 서비스 제공

‣ 설계완료 前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경제성 분석 및 시설물의 안전강화·편의향상성 등 검토

− 시설물의 안전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 등 주민편익을 위한 종합적 설계 검토

※(사례) 어린이집 전력콘센트 위치 변경(30cm→150cm)으로 이용자(어린이) 안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