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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인구 및 면적(’22.1.1. 기준)

인 구 － 4,426천 세대 9,736천명 (내국인 9,509천명, 등록외국인 227천명)

면 적 － 605.24㎢ (전국의 0.6%)

행정구역 － 25개 자치구, 426개동(12,821통 / 96,439반)

 조직 및 인력 (’22년 1월 현재)

서울시 - 3부시장, 6실 4본부 11국 14관‧단, 164과·담당관, 3사업본부,

33직속기관(25개 소방서 포함), 46사업소, 3합의제

▹ 정 원 : 19,098명(본청4,870, 시의회393, 직속기관8,399, 사업소5,229, 합의제207)

자치구 - 25개구 147국 868과, 25보건소, 3사업소, 426동

▹ 정 원 : 36,762명(구청 23,047, 의회 763, 보건소 3,269, 사업소 63, 동 9,620)

강
북

인구 : 14개구 4,661천명(47.9%)
면적 : 297.83㎢(49.2%)

강
남

인구 : 11개구 5,075천명(52.1%)
면적 : 307.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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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재정운용('22.1.1. 기준)

예산규모

＜총계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본예산) 2021년(본예산) 증 감(%)

합 계 44조 2,190 40조 1,562 4조 628(10.1%)

일반회계 31조 3,425 27조 7,258 3조 6,167(13.0%)

특별회계 12조 8,766 12조 4,305 4,461(3.6%)

회계간 전출입 : 5조 130억원


＜순계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본예산) 2021년(본예산) 증 감(%)

합 계 39조 2,061 35조 4,485 3조 7,576(10.6%)

일반회계 26조 3,748 23조 6,608 2조 7,140(11.5%)

특별회계 12조 8,313 11조 7,877 1조 436(8.9%)

법정의무경비 : 12조 3,478억원

- 자치구 6조 2,526억원, 시 교육청 3조 8,666억원, 채무상환 1조 4,437억원, 기금전출금 등 7,848억원


＜실집행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본예산) 2021년(본예산) 증 감(%)

합 계 26조 8,583 25조 1,777 1조 6,806(6..7%)

일반회계 15조 4,985 14조 4,046 1조 939(7.6%)

특별회계 11조 3,597 10조 7,731 5,866(5.4%)

기금규모 － 17개 기금 3조 5,021억원 ('21년 본예산 대비 1조 8,429억원, 90.1% 증가)

자 치 구 － 20조 5,624억원 ('21년 본예산 대비 10.1% 증가, 1구 평균 8,2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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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비중(순계규모)

지방채 현황(’22년 1월 현재) － 서울시 10조 7,750억원

(단위 : 억원)

계
도시철도
건설 등

주택사업 도시공원 보상 SOC 사업 등

107,750
52,380

(48.6%)

17,402

(16.1%)

12,800

(11.9%)

25,168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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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 정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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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 시정운영방향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시뛰는 공정도시 서울’ 구현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회복력 강한‘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서울’조성

－ 코로나19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 생태계 조성

－ 중대시민재해 예방 등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자원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품격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 조성

－ 민생침해 척결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해‘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상생도시 서울’구현

－ 서민 주거지원 확대, 미래복지 서울 구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회복 지원

－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 기반 조성, 아동·가족의행복실현, 시민참여도시구현

－ 1인가구 등 인구 대응전략마련, 청년의자립기반강화, 남북교류및지역상생교류활성화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활력있고 성장하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실현

－ 글로벌 투자·창업 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동력 고도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 자율주행 등혁식적 이동서비스구현, 안전하고편리한교통인프라구축, 서울페스타개최

▮전통-현재-미래가 공존하는‘멋과 감성이 함께하는 미래감성도시 서울’구현

－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사람중심의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

－ 2천년 역사문화 도시 서울 위상 제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동남·동북·서부권 등 4개 권역별 혁신거점 개발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한강과 아리수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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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로나19 종합상황 보고

전 세계에서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총력 대응 현황을 보고드림

1. 코로나19 발생현황

○ (총괄현황) ’20.1월 최초 발생 이후 서울시 290,883명 확진, 사망 2,191명

구 분
’21.12월말 ’22.1월말 ’22.2월말(2.3기준)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전 국 182,897명
1,967명
(1.08%)

96,932명 228,801명
1,147명
(0.5%)

45,904명 43,176명
40명

(0.09%)
-185,625명

서울시 70,184명
700명

(1.00%)
33,920명 54,771명

319명
(0.58%)

-15,413명 9,427명
4명

(0.04%)
-45,524명

○ 최근 한달 간 일일 확진자 발생현황

○ 최근 4주간 확진자 현황 분석

구 분 3주
(1.9.~1.15.)

4주
(1.16.~1.22.)

5주
(1.23.~1.29.)

6주 中 4일
(1.30.~2.2.)

주 평균
확진자수

전 국 27,791명 41,727명 94,738명 78,596명

서울시(전국 대비) 6,374명 (22.9%) 8,978명 (21.5%) 22,384명 (23.6%) 17,751명 (22.6%)

65세 이상 확진자수(%) 531명 (8.3%) 490명 (5.5%) 830명 (3.7%) 806명 (4.5%)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2,264명 (35.5%) 4,108명 (45.8%) 11,851명 (52.9%) 9,118명 (51.4%)

사망자 수 89명 (1.40%) 96명 (1.07%) 39명 (0.17%) 12명 (0.07%)

무증상자 수 1,485명 (23.3%) 2,155명 (24.0%) 4,441명 (19.8%) 4,686명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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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추진사항 및 경과사항

① 추진사항

○ (백신접종) ’22.1월말 현재, 전시민 86.7% 접종완료로 3차 접종목표 조기 달성

○ (재택치료)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안전한 ｢재택치료시스템｣ 기반 마련

- 관리의료기관 117개소, 외래진료센터 25개소, 응급의료센터 1개소 운영

- 지난해 9월 3주 차 7.2% → 2월 1주 차 89.1%까지 재택치료 확대

○ (병상) 코로나19 사망․중증화율 최소화를 위한 중증도별 병상 확보

- 코로나19 대응 병상 11,105개 확보, 적기 의료서비스 제공

- 산모, 투석환자 등 치료를 위한 특화병상 운영(모성전문·요양전문병상 등)

○ (진단검사) 검사량 폭증 대비 일 15만 건 이상 검사역량 확보

- ’20년 검사누계 189만 건 → ’21년 2,096만 건 검사량 10배 증가

- 市 직영검사소 8개소 설치․운영으로 검사역량 5만건 이상 추가 확보

② 경과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21.11.1) 이후 확진자·위중증환자 급증하였으나,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및 신속한 병상확충으로 일시적 안정세 회복

○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증가 및 급격한 확산 위기에 직면하여,

오미크론 대유행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방역·의료대응 전략 수립 필요

- 델타변이 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미국·유럽에서

우세종화되고, 전세계로 확산 중 ※ 148개국 약 55만명 확진(1.8. 기준)

- 국내도 ’21.11.24일 해외유입 이후, ’22.1.31일까지 총 20,128명 발생,

오미크론 변이의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며 우세종화가 되어 위험요인으로 작용

➡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력을 감안,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선제적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장기적인 공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



- 8 -

3. 오미크론 확산대비 대응계획

 중점 추진사항
대 응 전 략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를 고려, 적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

○기존 ▴모든 감염원 발견, ▴PCR 검사 기반 진단, ▴격리기반 대응체계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전환 추진

 기존 3T 방역체계를「선택과 집중」의 속도전 체계로 전환

○ 검사(Test)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역량 집중 및 병․의원급 역할 확대

- 검사수요 급증 대비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무료 검사) 우선순위 설정

- 지역 병․의원 활용 신속항원검사 ※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市 직영 코로나19 검사소 권역별 4개소 → 8개소로 확대 설치․운영

- 코로나19 검사자 대기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시민 검사 편의 제고

○ 추적(Trace)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조사 및 추적관리 체계 개선

- 기존 전수검사․투망식 역학조사에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 역학조사자동화(ICT 기반 자기기입식)로 역학조사에 따른조사자․대상자의피로감해소

○ 치료(Treat) 재택치료 비율 확대(→93%) 및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 경구약 처방확대, 환자 이송체계 효율화, 의료인프라 확대로 안정적 재택치료 제공

-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가족안심숙소」운영 및 방역택시 등전용이송체계마련

- 지역 병․의원을 통한 검사-처방-치료체계 마련하여 일반의료체계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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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확산 최대한 억제 등 코로나19 장기 대응역량 강화

○ 치료 병상확보 5,000명 확진자 발생 대비 5,692병상(+553병상) 확보

- 현재 진행 중 5,139병상 외, 오미크론 확산 대비 453병상 추가 확보

※ 453병상 = 행정명령 추가시행 379, 거점전담병원 추가 발굴 74 등

- 준중-중등 환자치료를 위한 ｢긴급 모듈병상｣100병상 설치ž운영 추진

※ 시·고려대의료원·사마리안퍼스 코리아 공동협력, 긴급 모듈병상 설치

- 5천명 이상 발생 시 병원 입원률 조정 등으로 안정적인 병상운영 도모

※ 병원입원률 조정 : 중(준)증 1.5%→1%, 중등증 2.5%→3%

○ 예방접종 지속추진 3차접종 80% 조기완료 및 4차접종 계획 수립

-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자 대상 3차접종 집중 실시(’22.1~2월)

- 면역저하자, 고위험군 등 4차접종 대상범위 결정 및 시행방안 마련

【 예방접종 현황(’22.2.3.0시 기준) 】

대 상 자 누  계 2.2 2.1 1.31 1.30 1.29 1.28 1.27이전

9,401,888*
1차 8,261,034 (87.9%) 87 29 121 123 1,379 1,985  8,257,310 

2차 8,152,209 (86.7%) 141 40 185 213 3,720 5,414 8,142,496 

3차 4,934,581 (52.5%) 2,610 790 4,514 4,483 58,784 87,893 4,775,507 

○ 생활밀착형방역강화 市 관리역량 - 시민 자율·책임에 기반한 생활형 참여방역 도입

- 실내공기질 개선, 마스크 지침 개선 등 지속가능․생활형 방역기반 마련

-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방역에 기반한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 현장지원 지속적 처우개선으로 일선 의료․방역인력 과로 해소

- 현장 의료인력 인건비 형평성 지속 개선 및 인건비 지원 등 인력지원 지속

- 코로나19 대응 직원 포상금·각종수당·특별휴가 등 확대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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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시 – 자치구 간 방역 공조체계 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 방역 공조 강화

○ (회의체계) 주 3회 정부 -시 방역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 (주요협력사례) 오미크론發 5차 대유행 대비 정부 방역정책의 선도적 이행

- 병·의원 중심 의료체계 전환 : 병·의원 재택치료 도입방안 발표(정부)에

따른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 도입(1.21)

- 자가검사키트활용활성화 :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PCR 검사 병행 추진(1.29)

및 자가검사키트 본격 도입(2.3)으로 진단검사체계 개편

- 외래진료센터 확충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13개소 지정·운영(1.28) 및 全 자치구 설치 추진(2월~)

○ (市 건의 주요 반영사례) 정부에서 채택하여 시행

- 먹는 치료제 투약대상 기준 완화 : 투약대상 연령 완화(65세 이상→ 60세 이상)

→치료제 투약기준 6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1.22)

- 임시선별검사소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 오미크론발 검사수요 폭증 대비

검사자 예약시스템 도입 → 질병관리청에서 2월 中 보급 예정

- 안심콜-백신접종증명 연계시스템 도입 : 어르신 등 스마트폰 미소지자

접종증명 편의 제고 → 질병관리청에서 2월중 도입 추진 中

□ 시 – 자치구 간 방역 공조 강화

○ (회의체계) 구청장회의(화), 부구청장회의(목) 매주번갈아개최방역현안논의

○ (논의안건) 백신접종, 검사, 확진자관리, 재택치료등방역조치사항

○ (실무협의) 보건소장 중심으로 애로사항 수렴하여 소관부서별 대책마련

○ (향후계획) 방역인력 피로도 완화를 위해 격주 1회로 조정하되,

방역사항 협조를 위해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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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상 생 도 시 13

2. 활 력 있 고  성 장 하 는 글로벌 선도도시 31

3. 안 전 하 고  쾌 적 한 안 심 도 시 53

4. 멋과 감성이 함께하는 미래감성도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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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 실현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향유하는 미래복지 서울 구현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상생경제 실현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조성

 모든 아동과 가족이 행복하고 양성평등한 서울 조성

 시민과 함께 뛰는 참여도시 구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가구 등 대응전략 마련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및 자립기반 강화

 남북교류협력 강화 및 지역상생 경제 실현

 1.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상생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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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 실현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추진
민간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본격 추진
− 신속통합기획 적용과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신속 추진(5년 이상→2년 이내) 지원

구역지정 전 구역지정 구역지정 후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행착오 없는
정비계획 결정 지원

정비
계획
결정

(2년이내)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원팀운영) 신속통합기획가, 관련 전문가, 주민 등
(합리적인 계획 수립) 공공성 + 사업성 확보

(우선) 신통기획 대상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후속) 도정법 개정 통해 전체로 확대

− (재개발) 공급물량 계획적 확보를 위해 ’23년까지 7만호 공모추진

‣ 민간 7만호 : (’21년) 2만 5천호, (’22년) 2만 3천호, (’23년) 2만 2천호

− (재건축) 맞춤형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대폭 확대

신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 (모니터링) 신속통합기획 전 과정의 모니터링 및 분석

− (매뉴얼수립) 신속통합기획 반영한 정비계획 실행방안 마련

− (주민소통) 주민설명회(반기별) 등 지속적인 주민소통 강화, 적극적 참여 유도

− (통합심의)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추진(조례 및 기준개정 추진)

공공정비사업 지속추진 및 정비사업 지원체계 마련

공공성 강화, 정부 협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자문, 통합심의 통해 신속 공급

− (공공재건축) 민간존중‧사업성 증진 등 행정지원 통해 사업지 발굴

− (공공소규모재건축) 건축기준, 용적률 완화 등 제도개선 통한 공급 활성화

신속하고 전문화된 정비사업 지원체계 마련

− 정비사업 융자지원, 공공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확대로 정비사업 활성화

− 재개발 후보지 지정 이후 코디네이터 구역전담제 추진, 전문화된 컨설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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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패러다임 전환  

   

수요자 요구 반영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체계 구축

‘공공주택 사전검토’ 시행으로 공공주택 합리적 배분 및 소셜믹스 구현

− 기획단계부터 평형‧동배치 등 ‘소셜믹스’ 고려, 공공주택 차별적 요소 완전 차단

− 소형평형, 물량공급 위주 → 지역 및 입주자 특성 등 고려한 수요맞춤형 배분 추진

‣주택규모, 평면계획, 자재사용 등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통해 품질향상 유도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 절차>

사업계획 제안 市 관련부서 협의 및 區 주민의견 청취
결과통보 및 보완
(건축심의 전)

사업주체→
區, 市

市 공공주택 사전검토 TF(주택정책과)

사전검토 의무시행 [결과통보]
市→區(사업주체)

[사업계획 보완]
사업주체

è è전문가자문

市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공공주택 품질전문위원회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 5년간(’22년~’26년) 12만호 공급, 도심내 공급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지속 발굴

−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한 고품질 공공주택 계획

‣주거면적 확대(17~59㎡ → 25~84㎡) 및 계층별 특화평면 계획

‣스마트홈제어(조명·방범), 고사양 가전(인덕션), UV살균환기(노유자시설) 등 고품질 설계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추진

− 노후 공공주택단지의 노후도·이주대책 등을 고려, 권역별·단계별 순차 추진

− 거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

‣생활가로중심의 개방형 배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혼합

‣생애주기 생활SOC 공급, 지상 공원화 등 녹색도시 실현

< 선 도사업지 ( 하계 5단지 ) 추진현황 >

∘연접 어린이공원 활용 순환개발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 면적 확대(33㎡→33/46/59/84㎡)
∘생활SOC 공급 : 사회복지관, 도서관, 보건지소 등
∘세대수 : 1,510호
∘일 정 : 사업승인(’22.9.)착공(’23)이주(’25)준공(’28) 〈설계구상(안)〉

※ 상계마들 선도사업지 : 설계공모(5월) 후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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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강화 기반 마련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주거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재편, 주거복지서비스 SH통합 제공

− 산재된 주거복지서비스 통합제공 위한 1구 1센터 체계 단계적 구축

− SH조직개편을 통해 체계 구축 후 순차적 개소(’22년4개소→’23년9개소→’24년25개소)

1인가구, 주거취약계층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주거복지 상담부터 자원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시민편의 증진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청년월세 등 주거비 지원

‣주택공급 지원,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등 주거지원

‣주택시설(공동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일반관리, 보증금, 사용료 등 납입금 징수 등 시설관리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22년 청년월세 4만6천명, 청년‧신혼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만2천가구)

− 주거취약계층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긴급주거지원사업 등 지속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

저층노후주택 거주세대 위한 새로운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

− 모아타운 시범사업 통한 본격 시행으로 ’26년까지 3만호 공급

− 자치구 대상 공모 및 주민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 지정, 주민참여 확대

− 용도지역 종상향,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등혜택 부여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 상생주택 도입 등 장기전세주택 확대 추진하여 ’26년까지 7만호 공급

− 공공직접건설, 정비사업 공공기여 활용 등 기존제도 통한 신속 공급

− 민간토지 임차 등 민간협력을 통한 상생주택 공급

청년주택 주거편의성 향상 및 맞춤형 주택공급

− MZ세대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개인 주거공간 및 공유 공간 특성화

− 공공기여+SH선매입 공공주택 늘려 주변시세 50%이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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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향유하는 미래복지 서울 구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미래 복지모델 정립 및 위기가구 보호 강화
서울형 미래복지「서울 안심소득」시범사업 1단계 추진

취약계층을두텁게보호하고소득양극화를완화하기위한소득보장정책실험시행

− 1단계 참여가구 모집․선정(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추진일정 : 참여가구 모집 시작(3월말) → 소득․재산조사(5~6월) → 사업시행(7월~)

− 공동전문연구단 구성 및 객관적 효과분석 추진으로 연구 신뢰성 제고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지원대상규모 : 소득․재산기준 충족한 800가구 ※ 비교집단 1,600가구
․1단계(3년, ’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
․2단계(2년, ’23년~) :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선정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기간 : ’22. 7월 ~ ’25. 6월(3년) ※ ’22~’26년 연구분석

복지 사각지대 발굴․돌봄 관리 체계 강화
위기 직면 가구에 대한 발굴․관리체계 개선

− 우리동네돌봄단 모든 동 확대(800명)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 강화

− 기저질환 있는 50대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폭염․한파에 취약한 수급자 가구 등

모니터링 대상 신규 추가(’22.2월)

− AI 자동안부시스템 신규 도입으로 모니터링 상시 주기 단축(5개자치구시범실시, ’22.4월~)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 돌봄서비스(IoT기기 활용) 확대

− 고독사 위험가구, 취약어르신 등 대상별 ‘스마트돌봄’ 체계 강화

▸1인 가구 스마트플러그설치 확대(3천명(’21) → 5천명(’22)), 서울살피미앱보급 확대(1만명(’21) → 2만명(’22))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IoT) 확대(12,500가구(’21) → 13,000가구(’22))

− 민간 보안업체와협력체계 구축, 실시간즉각 대응 강화(’22년 2개 자치구 1,652가구 시범사업 실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연장

− 지급기준 완화(중위소득/자산) : 85%/326백만원 → 100%/379백만원(~코로나 단계 완화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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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중장년의 안심 돌봄 환경 조성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안심 고령친화 도시 서울’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돌봄서비스 제공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

− 공공요양시설(실버케어센터) 건립 확대 : 36개소(’21) → 38개소(’22) → 43개소(’25)

‣시립실버케어센터 2개소(동대문, 마포) 신규 개관(’22.7월)

− 노인 지원주택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 : 91호(’21) → 134호(’22)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개선

− 시설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예방활동 강화

‣시립시설 cctv 관리기준 강화, 종사자 예방 교육강화, 시설학대 위험도 진단 평가 도구 개발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시설(연 10개소) 및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연 2개소) 확대

좋은돌봄기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종사자 권익증진

−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 종사자 1인 300포인트(연1회) 신규 지원

− 대체인력 지원범위 확대하여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중장년과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와 삶의 질 제고

보람과 안정적 노후를 위한 중장년․어르신 일자리 제공(84,787개)

− 공공일자리 확대로 어르신의 소득 보전․사회참여 지원 : 73,895개 (’21) → 76,135개 (’22)

‣인구․산업변화, 어르신 경험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 보육시설 도우미, 반려동물 실버파트너등

− 재취업 지원을 위한 민간일자리 확대 : 4,585개 (’21) → 4,700개 (’22)

−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보람일자리 확대 : 3,281개(’21) → 3,952개(’22)

어르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강화

− 만 60세 이상 대상으로 대학 인프라를활용한 ‘서울시니어대학’ 운영(’22년 비학위과정 시범운영)

− 디지털세대 이음단 등 활용 어르신 디지털역량 격차해소 교육(’22년 38,000명)

− 중장년 인생 재설계 지원을 위한 50+인프라 확충(15개소 → 18개소)

‣권역별 50+캠퍼스(5개소) : 창업․창직 특화 허브 ‘동남(강남) 캠퍼스’ 추가 개관(’22년 8월)

‣지역밀착 50+센터(13개소) : 성동(5월), 강북(7월) 추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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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뇌병변장애인 특화시설 설치

− 교육․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비전센터」 2개소 확대 : 1개소(’21)→ 3개소(’22)

− 장애인 가족 입원 등 돌봄 공백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돌봄시설」 1개소 신규 설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개소 설치(중구, 용산구) : 23개소(’21) → 25개소(’22)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 제공

장애인·비장애인이함께이용하는복합문화·복지공간「어울림플라자」 건립추진
− 체육․문화․공연시설 및 연수 객실 등 설치, ’22.2월 착공(’24.2월 완공)

장애인개별욕구에따라주거서비스가결합된지원주택확대 :158호(’21) → 201호(’22)

− 주거상담, 일상생활관리, 주간활동 및 일자리 연계 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생활지원 강화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7,543개)

− 시각장애인 안마사, AI데이터라벨러등 공공일자리 확대 : 3,410개(’21)→  4,003개(’22)

−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민간부분 취업 지원(690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장 운영, 일자리 제공(매년 2,850개)

장애인 가구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

−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5,743명) : 저소득 장애인 1인당 100천원(’22.1월~)

−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요금 감면(월 8,800원, ’22.5월~)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대상 연령 확대 : 3~54세(’21) →  3~64세(’22)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독거가구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 22,832명(’21)→ 24,000명(’22)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21년 일 4.5~8시간→ ’22년 일 6~9.5시간) 및

제공기관 확충(’21년 42개소→ ’22년 4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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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상생경제 실현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안전권과 건강권 보호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급증하는 초단기 노동자 긱(Gig)워커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노동정책 추진

－ 休이동노동자쉼터를 긱워커와 공유하여 사무공간 임대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찾아가는 무빙쉼터 및 심야 간이쉼터 운영으로 이동노동자 편의 제공

25만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소득감소 보전

－ [지원조건]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 25% 이상 감소

－ [지원규모] 지원요건 충족시 1인 50만원(1회) 지급, 총 1,250억원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21.10.~)을 통한 건강권 보호

－ 서울 내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만 16세 이상 배달라이더 대상

－ (서울시) 보험료 25억원 납부 (보험사) 배달종사자에 보험료 지급

아파트경비노동자 ‘표준근무모델’ 개발 · 확산으로경비노동자고용불안해소

－ 아파트 별 단지특성 반영 근무개편안 제시, 입주민-노동자 상생방안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컨설팅 및 우수 이행단지 인센티브 지급 등 근무모델 확산

산업안전보호체계 마련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대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대응체계 구축

− 모범적 사용자로서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 선제적 이행 및 관리 점검 강화

－ 시 전체 40개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안전조치 이행 점검과 全 종사자교육 등 현장중심 예방체계 확행

노동자 이용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한 노동복지 강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자복지관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2개시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 행복주택 170호」복합건립

(구로구, ‘24.12월 완공 예정)

− 강북 노동자복지관 이전 추진(은평구 ⇒ 마포구, `22. 4월 예정) <강북노동자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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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위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제공
 코로나19 생존위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매출회복 지원

4무 안심금융(1조원) 등 총 2조 2,500억원 중단 없는 정책자금 지원

− 4무 안심금융(1조원) 공급으로 금리부담 혁신적 완화 지원(5만명)

− 금융취약계층 (고금리 대출자) 금융부담 완화 지원(1,000억원) 및 성실 실패자

재도전을 위한 재기지원자금 (150억원) 운영

− 상환유예 ․ 만기연장, 폐업사업자 대상 브릿지(개인) 보증(1,100개소, 250억원)

지원 통한 채무 상환부담 경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생존위기 극복지원

− [지원규모] 임차 사업장 50만 영세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원, 총 5,000억원

− [추진일정] ’21.2.7 신청개시, 3월 중 지급완료 추진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경영환경 개선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추진

− 로컬브랜드촉진지구(5개소) 및 강화지구(2개소) 육성 지원으로골목상권 경제활력 회복

−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 등 경영 활성화

− 전통시장 화재 예방~초기진압~복구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온라인·비대면 소비환경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디지털 전환 추진

서울사랑상품권 전용 결제앱 출시로 간편결제․생활행정 서비스 제공
− [소비자] 현금 외 카드로 상품권 구매, 맞춤형 행정 서비스 이용

− [가맹점] 매출분석, 세무․재무․노무 서비스, AI기반 가맹점 추천

− [서울시] 교통․관광․복지 등 시정 홍보, 정책자금 접수․지급․분석 등

침체된 지역상권 긴급회복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8,417억원 발행

− 광역 및 온라인 상품권 발행으로 판매방식 다양화 및 소비자 편의증진 (817억원)

− 區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 도모(7,600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으로 디지털 대전환 및 판로 개척

− e서울사랑상품권 연계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지원(온라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 운영)

− 대형 온라인 유통사와 협업, 메인 페이지 상설관 개설(3월)



- 22 -

공정 ‧ 상생 가치가 실현된 경제생태계 구축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문화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형 공정생태계 조성

− 창작자의 저작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공모전 표준지침 마련(’22.3월)

− 네이버웹툰 등 민간부문과「공모전 공정환경 조성 협약」체결 (’22.6월)

− 문화예술 관련 부당계약 등 피해상담 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22.5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 등으로 임차상인 권익보호

− 통상임대료 조사 확대, 임대차 상담 활성화 및 원스톱 상담체계 구축

‣ 통상임대료 조사 점포 수 확대 : 7,500개(’21년) → 12,500개(‘22년)

− 분쟁조정제도 및 차임감액청구권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소상공인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시장연합회, 상인회 등을 통한 홍보 확대

− 市 투자기관 소유상가 중 매출연동형 임대료 컨설팅(’22.1월) 및 시범 도입(’22.상반기)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체계 강화로 소비자 권익 증진

− 온라인 구매 등 디지털 소비생활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 불법대부업·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와 가치소비 확산으로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

MZ세대 타깃 가치소비 특화 콘텐츠 및 플랫폼 운영

− 상생기업 콘텐츠 플랫폼(캐빈닷넷) 운영, 가치소비 활성화

※ 비건‧제로웨이스트‧공정무역 등 콘텐츠 게재로 ’22년 10만명 유입목표

− 온·오프라인 ‘MZ세대 가치소비 특별판매전’ 추진 (’22.9월)

소셜벤처 발굴․육성을 통해 청년세대 창업 및 가치성장 견인
− 창업기업 발굴․육성 확대(12개 기업 → 14개 기업, 입주공간(역삼동) 확대)

− 유통채널 입점 지원 (20개 기업) 및 투자유치 연계 엑셀러레이팅 (27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몰’ 운영

− 공공시장 성격에 맞는 상품 확대 및 시즌별 맞춤 기획전 추진으로 매출 견인

− 기업에게 기관별 구매 실적·품목 등 공공시장 분석정보 제공

<캐빈닷넷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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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조성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 기반 조성

‘서울런’ 확대 운영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 [취약계층] 민간 우수 강의 및 멘토링 지원으로 공정한 교육기회제공

(대상확대) 기존수급권자, 차상위자, 다문화가족․학교밖청소년에서 북한이탈주민, 법정한부모가족로 확대

(콘 텐 츠) 교육업체 참여 확대(8개→10개 이상)로 다양한 교과․비교과 강의 제공, 교재지원 확대

(멘 토 링) 멘토단 확대 구성을 통한 체계적 학습관리 지원

- 멘토구성 : 전국 소재 우수한 대학(원)생 선발(정기 연3회, 수시 월 단위 모집, 연간 1,000명 모집)

− [청소년‧청년] 진로·진학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

(진로‧취업) 진로 탐색 및 사회활동 경험을 위한 기업연계 프로그램, 자격취득 과정 등 제공

(진학정보) 시기별 유형별 진학설명회 및 입시 관련 콘텐츠 확대 제공

(오픈강의) 공공기관 콘텐츠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비교과 콘텐츠 제공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한 미래교육 혁신 기반 마련

− 에듀테크 기업‧학계 등 ｢에듀테크 네트워크｣ 구성하여 에듀테크 지원방안 논의

− 우수 에듀테크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원

(창업거점) 에듀테크 창업지원 거점 조성하여 사업화 지원(10개사)

(실증기회) 우수 기술 보유 에듀테크 기업에 교육현장 실증기회 제공(5개사) 등

서울 소재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제도(1인당 30만원)를초등학교(1인당 20만원)로확대하여시행

1인당 제로페이 포인트를 지원하여, 일상의류(옷‧가방‧신발)와 도서 구입 용도 사용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市 자체 예산 편성하여 지원(500여명)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서울 소재 모든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하여 차별없는 급식 제공

− 총 789개소 유치원에 급식을 제공하여 유치원 간 급식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친환경유통센터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식재료 공급, 생산-유통-소비단계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 친환경식재료 품질 및 적정가격 검증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재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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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응 평생교육 체계 전환

초변화시대 평생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하여 시민의 직업전환 기회 제공

− 新산업 특화 관악 ‘복합 평생학습 공간’ 조성·운영(’22.9월)

− 직장인의 직업전환을 위한 도심권 평생직업교육기관 ‘인생전환지원센터(가칭)’ 조성(’22~’23.6)

미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평생학습 확대

− 비문해자 대상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문해학습장 확대(’21년 14개→’22년 20개)

− ‘디지털 시민성’ 정의 마련 및 교육과정 확립을 위한 개발 연구 추진

교육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평생학습 지원 강화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전국 최초 설치 및 운영(1개소, ’22.6월)

※경계선지능인 : 지적장애에해당되지않지만 평균지능에도달하지못하는 지적능력(IQ 71~84)을 가진 자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21년 4개→’22년 5개) 및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양성 추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및 보호기능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민간전문기관 상담료 최대 50%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확충 추진

− 게임중독 관련 해소 프로그램 마련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상담 협업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新산업‧과학‧문화 예술 등 학교 밖 체험활동 확대 운영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신기술 체험 ‘청소년 에듀투어’ 운영

− 다양한 학교밖 체험활동 지원하는 온라인 공간 ‘유스내비’ 구축(’22.2월)

− 청소년 음악전문특화시설「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개관(’22.9월)

학교 밖 청소년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는 환경 조성

− 학교밖 청소년의 창의적 교육을 위한 미네르바형 대안교육기관 육성

− 학교밖청소년 대상 멘토링 등 학업 및 진로 관련 맞춤형 진로 지원



- 25 -

5  모든 아동과 가족이 행복하고 양성평등한 서울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대표 브랜드화로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 자치구 확산(14개→40개), 주체별‧유형별 선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신설

− 생태친화‧다함께 보육 등 질 개선 프로그램 통합 및 고도화

국공립‧서울형어린이집 확충 및 틈새보육 확대로 공공돌봄 인프라 강화
−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21년 35.6%→’22년 39%→‘25년 50%) 확대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250→300개소), 365열린어린이집(5→10개소) 확대로긴급보육 대비

 아동 권리와 가족 행복이 보장되는 서울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총 20개소(대형6, 중형13, 소형1) 조성

− 연령별 발달수준 고려한 맞춤형 공간 및 놀이기구 설치, 요금 완화 및 안전 보장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

’21. - 10만원 출생축하용품 지원
- 7세미만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è ’22. -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지원

- 8세미만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양성 평등하게 일하고 모두가 안전한 서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양성평등 출발선 보장

− 경력단절여성 인턴십-취업지원-고용유지 ‘통합 패키지’ 지원 총 200명

−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지원서비스 일자리부르릉’ 5천명 지원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기관’ 설치(3월)

▸ 피해자 원스톱 지원 + 영상물 삭제 + 디지털성범죄 예방’ 통합 대응

− 안심귀가택시서비스, 안심이앱을통한 ‘안심귀가스카우트’ 실시간예약시스템등구축(11월)

− 기존 여성 대상에서 범죄피해 우려 남성 아동‧청소년, 1인 가구 등 지원 대상 확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강화로 성폭력 제로 달성

− 직장내성희롱·성폭력사건의공정한처리를위한외부전문가조사참여및권익조사관채용(1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全직원 100% 이수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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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과 함께 뛰는 참여도시 구현

다양한 시민의 시정참여 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상시 공론패널「서울시민회의」구성·운영

− 시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숙의․공론 실시

▸ 시민이 직접 토론(주제별회의)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시민총회)

− 시민위원이 공론의제 외 다양한 정책사업 설문패널로 참여, 다양한 의제 발굴

시민참여 플랫폼 개편으로 시민참여 및 편의성 향상

−「민주주의서울」플랫폼 개편으로 시민 접근성·편의성 향상

− 시 모든 공론에 자유롭게 참여가능한 ‘(가칭)오늘의 공론장’ 운영

공동체 회복과 시민 만족 증진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등「주민활동 지원사업」의 공익활동 강화
− 지역돌봄, 제로웨이스트 실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치구 특화사업 중심 지원

주민공동 공익 공간으로서 공동체공간(마을활력소) 운영

− 동네문제 해결형 공익적 활동 중심의 개방형 공간으로 활용 강화

▸ 마을활력소 61개소(운영 45개소, 조성 중 16개소)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상생도시 구현

내실있는「서울혁신파크」운영으로 사회문제 해결 도출

− 기후환경, 먹거리 등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운영(’21.8.2~상황종료시까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운영

− 시 산하기관, 기업,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 확대(71→80개)

− ‘서울사회공헌 활동기업’ 인정제도 및 평가지표 개발 추진

민관협력 공익증진 및 갈등예방

공익활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및 시민사회 소통 정례화

− 신규(미지원) 단체 지원 확대, 지출증빙·정산서류 간소화

− 주요 시민사회 리더와 토론 정례화 추진(분기별)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선제적 갈등예방 관리

− 사업 추진과정 전 과정에 전문가 매칭 및 유기적 관리

− 전직원 갈등관리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및 내부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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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가구 등 대응전략 마련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22.하반기)

− 저출생·고령화, 1인가구 증가, 청년세대 유출 등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의

복합적인 요인 분석 및 중장기적 예측을 통한 미래 행정수요 대비

− 인구·미래·경제·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TF, 시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정 全 분야에 걸친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 인구정책 기본계획 자문·심의 등을 위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함

인구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체계 마련

− 인구영향평가 대상·절차·범위·평가지표 선정 등 제도화 방안 마련(’22.상반기)

− 시정 역점사업 등을 고려하여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추진(’22.8.~12.)

 1인가구 불편･불안 해소를 위한 4대 안심정책 추진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수립·발표(1.18.) 및 분야별 과제 실천

− 병원안심동행, AI활용 생활관리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신규 추진

분 야 핵 심 과 제 주 요 사 업

건강안심
일상 속 건강돌봄 병원안심동행, 온서울 건강온, 방문건강관리 등

안심 먹거리 지원 먹거리꾸러미, 행복한 밥상 등

범죄안심
거주지역 안전 안심마을보안관, 스마트보안등 및 CCTV 설치 등

내집안전 강화 안전도어지킴이, 안심홈세트 등

고립안심
고독･고립 탈출 우리동네돌봄단, AI를 활용한 생활관리서비스 등

사회관계망·경제자립 멘티멘토프로그램, 소통공간 조성, 교육 및 일자리 연계 등

주거안심
맞춤 주택공급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개발 공급,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등

주거불편 해소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주택관리서비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체감형 정책 지속 발굴로 1인가구 안심모델 확립

− 실태조사(’22.2월, 서울연구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개선 및 생활밀착형 사업 도출

− 자치구·유관기관 등과 협업,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책브랜드 “씽글벙글 서울”을 활용, 인식개선 및 사업홍보
 <서울 1인가구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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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및 자립기반 강화

 코로나 시대, 위기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청년의 마음 건강을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 온라인 심리측정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상담서비스 제공(7천명)

− 마음상태별 1:1상담, 마음건강 관리앱 모니터링 및 특화된 집중관리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지원 추진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22.3.~), 체계적 지원책 강구

− 고립·은둔 청년별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마음건강·가족 프로그램 지원

청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월세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 보증금 2억원 이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청년 임차인(1천명) 보험료 전액 지원

− 보증기관 협약, 시스템 구축(2~4월) → 신청접수·심사(5~7월) → 보험료 지급(8월)

 청년들의 미래 도약기반 마련

청년의 체계적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 영테크’ 추진

− 청년의 자산 현황, 목표에 맞춰재테크 등 종합 재무관리 맞춤형 상담(상주, 방문, 비대면)

−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 요구와 수준에 맞는 시의성 있는 금융교육 콘텐츠 확대

청년수당 내실화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 (맞춤지원) 수요조사시 청년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 (조건완화)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폐지하여 지원범위 확대(졸업 후 청년 2만명)

미래변화 주도 및 확장성 높은 신산업 4대 분야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추진

− 청년선호, 산업트렌트를 반영한 4개 분야(140개 기업) 미취업 청년 일자리 500개 발굴·제공

− 시-운영전문기관-민간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기업과 청년간 미스매치 완화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실현

청년들의 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체감 정책 추진으로 체감도 향상 추진

− 청년 대중교통 요금(1인당 10만원) 지원,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확대(6천명)

−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당사자의 정책숙의를 위한 청년 참여기구 운영

청년포털개편, 다양한청년공간운영등온·오프라인청년정책전달체계내실화

− 청년 상황에 맞는 정책검색 및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한 서울청년포털 플랫폼 강화

− 청년공간 시설별 운영규정 통합 매뉴얼 개발 등 표준화된 운영기반 마련(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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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북교류협력 강화 및 지역상생 경제 실현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北 취약계층 중심의 인도주의적 협력 지속

− (민생협력 지속) 식량/보건의료/식수 우선 필요분야 중점 지원 추진

· 국제기구(WFP, unicef 등) 등과 협력, 긴급상황 대응 및 투명성·국제적 공감 동시 확보

− (협력기반 강화)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소통채널 강화로 사업 추진기반 확충

· 국내외 필수 협력기관과 공동사업 발굴, 상시 모니터링 및 긴밀협력 지속

서울이 가장 먼저, 이산가족 상봉 교류지원

− 서울시 거주 고령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교통·의료 등) 및 위로·소통 지원

−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 문제 공감·기록보존 활동 전개(다큐 제작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기반 강화, 사회통합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특화 종합건강검진 패키지(심리검사 병행)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실시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 교육에서취업까지취업지원토탈서비스 제공, 공공일자리 ‘맘코디네이터’ 추진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공모)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회․정부 및 주요 협의체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하여 시정성과 극대화
− 市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시도지사협의회 적극 활용

− 분권과제 제도화를 위해 국회와의 입법 및 정책협력 강화

서울-지역 우수정책 상호교류 및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MOU) 추진

− 분야별 우수정책 교류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과의 협약 지속 체결

− 교류 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을 통해 상생협력사업 실행력 제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랜선나눔캠퍼스」사업 추진
− 서울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공 및 지역 중학생 학습격차 완화(비대면 수업)

− 서울시-지자체-민간(KT)간 협력채널 구축 및 역할분담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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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미래성장동력 고도화

  관광업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기반 조성

  지역별 특화 및 균형 발전 기반 강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

 국내외 소통 강화를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

 2. 활력있고 성장하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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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미래성장동력 고도화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판로지원‘ON서울마켓 시즌 3’추진

新소비트렌드 반영, 비대면 유통플랫폼 16개↑확보(17,000개사 지원, 6천억원 매출)

− (국내) 온라인 마켓(8개사), 데이터홈쇼핑(K쇼핑), 라이브커머스(네이버) 10개 이상

− (해외) 쇼피(아세안), 큐텐(일본, 싱가포르), 절강홈쇼핑(중국) 등 6개 이상

‘상설‧특별 기획전’, ‘시즌 맞춤형’ 등 프로그램 편성으로 매출성과 확보

− (온라인몰) 상설관 운영 및 매월 기획전 개최, 할인쿠폰 제공 등 판촉 지원

− (T-커머스) 인기 시간대 판매방송을 편성하여 기획전 운영, MD컨설팅 지원

− (라이브커머스) 시즌 맞춤형 기획라이브 편성으로 상품 노출을 극대화

우수 중소기업 제품 상시 발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 6개 국어 홍보영상 제작, 국내·외 플랫폼 송출, 유튜브 등 SNS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 유통 전문가 등 참여·심사를 통해 서울어워드 상품 3,000개 이상 선정

 패션기업 국내외 비대면 유통․판로 확대 지원 가속화
패션분야 비대면 유통 전진기지 ‘V-커머스 스튜디오’ 확대운영(5,400개사 지원)

− DDP패션몰내 제품사진촬영, 라이브방송, 디지털패션쇼등 위한 다용도공간 운영

− 패션제품 촬영에 최적화된 장비 구축, 장비 활용 교육 실시 및 전문인력 상주

패션기업 비대면 글로벌 판로 지원으로 수출 확대(100개사 지원)

−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과 협업 통해 입점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제품 해외배송비 및 마케팅비 등 업체당 300만원 지원으로 기업부담 경감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가락·강서·양곡시장 소상공인 약 2,800개 점포 임대료 감면(’22.1월 ~ 6월)

− 기본 감면율 40%에서 최대 60%까지 차등 감면 및 특별방역비 지원

− 농수산식품공사 先 임대료 감면, 後 손실보전금 지급 (소요예산 5,2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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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지원 온라인 플랫폼“Trade On”내실화 및 지원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수출 유망 핵심기업’ 발굴 및 육성

− 수출기업 및 양질의 해외바이어 DB를 ’21년에 비해 2배 이상 확보하여

해외 온라인 수출상담 매칭(’21년 600개사, 900명 ⇒ ’22년, 1,600개사, 2,000여명)

− 우수 중소기업 선발(약 60개사)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물류비용 지원, 수출보험,

해외규격인증 지원 등을 통해 현지 시장성 검증 및 수출기회 확대 제공

<Trade On 온라인 메인화면> <국제유통센터 內 화상삼당실> <수출기업 – 해외바이어 상담>

글로벌 종합 수출지원 프로그램「2022 Trade Week」개최(’22.12월 예정)

−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유명 온라인 채널과 연계한 라이브커머스, 제품 런칭쇼 추진

− 해외시장 동향, 해외 진출 성공사례 공유 등 글로벌 수출 컨퍼런스 운영

[참고] 2021 TRADE WEEK 성과 (’21. 12. 7 ~ 12. 10/세빛섬)

· 지원규모 : 수출 강소기업 300개사, 해외바이어 500명 참여

· 주요성과 : 수출상담 1,210회, 계약추진액 343억원, 컨퍼런스 16회, 라이브커머스 35개사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선제적 제공 (10,155명)

− (대상) 만 18세 이상 실업자·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

− (분야) 생활방역·안전, 디지털, 그린환경, 공공서비스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지역방역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인원 10,155 7,830 1,163 832 330

예산 69,099 57,229 4,320 4,488 3,062

공공수요 필요 분야 일자리 적극 발굴·제공으로 취약계층 생계유지 기반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이용시설 생활방역 등 일자리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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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요 대응 인재양성 및 민간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양성 강화

미래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 (3개소, 1,000명)

− 민간건물 임차 및 市 건물 활용, 캠퍼스 신속 조성·운영 (3개소)

기 조성 ’22년 조성·운영

영등포(’22.10) 금천 (’21.12) 용산(’22.11) 강동(’22.11) 마포(’22.4)

✚

※ ’23년부터 동북권·서북권 지역 신규 조성·운영 적극 추진

− SW개발자 과정(8개 분야) 및 디지털 전환 과정(4개 분야), 1,000명 교육

‣ SW 개발자 과정 : AI, 빅데이터, 핀테크, 클라우드, IoT/로봇, AR/VR, 웹, 앱

‣ 디지털 전환 과정 : 서비스 기획, UI/UX 디자인, 디지털 마케팅, 퍼블리싱

− 캠퍼스별 Job 코디 지정·운영, 수료생-기업 연계 강화 및 밀착 관리

혁신의지를 보유한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기술교육원 운영 활성화

− 신산업 수요에 적합한 학과개편 및 훈련과정 고도화

−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통합 위탁, 동부·북부 기술교육원 개별 위탁 추진(’22.3~)

 민간 연계 취업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울형 청년인턴직무캠프(350명), 기업 수요 기반 혁신교육을 통한 기업 취업 연계

− 실무중심 직무교육에 인턴십(실무경험)을 접목, 실전형 인재 양성

−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및 Job 코디 지정, 청년인턴과 기업간 매칭 강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50개社),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발굴·육성

− 일자리 창출 성과, 고용안정성,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 추가 발굴

−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 도모

서울형 뉴딜일자리(3,700명), 청년 등 미취업자 일경험 제공, 취·창업 적극 지원

− 전문적인 일 경험을 제공, 경력 형성 후 취업 연계가 용이한 사업 적극 발굴

− 직무교육 및 취·창업 지원 강화를 통한 참여자 취업역량 향상, 취업률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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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창업생태계 구축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민간주도 신성장 모델 본격화

민간주도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 미래 선도기술 확보·실패 최소화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AI·바이오 등 혁신기술·신산업클러스터와 연계 전략적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7대 주요시설내 대중견·스타트업 협업거점,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개관(’22.3.)

− 4개 창업허브(공덕·M+·성수·창동), AI허브·바이오허브·핀테크랩 내 운영

− 국내외 대기업의 기술·제품 혁신수요–스타트업 간 발굴·매칭 서비스 제공

‘벤처·스타트업 무한도전1000’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촉진(’22.~’24.)

− 7대시설내 벤처링피칭으로 기업형벤처캐피털–스타트업 간 상시매칭·투자연계

− 대중견기업·관련 협단체 참여, 서울형 오픈이노베이션위크 개최 (연2회 이상)

 서울 스타트업 글로벌화를 통한 스케일업 본격 추진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특화 액셀러레이팅 추진(’22.2.~)

− 중기부 등과 국내외 진출 스타트업 발굴, 임시보육·투자유치 연계 지원

− 글로벌 핵심 타깃시장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륙·국가별 글로벌VC 전담제)

스타트업 해외시장 검증사업 추진(연 70개사)

− ‘市 우수정책 해외진출’, 코트라무역관(127개) 연계 공공·민간 기술수요 발굴

− 美 대기업(SW·핀테크), 인도 종합병원(헬스케어) 인프라 활용 제품·서비스 검증

글로벌시장 본격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22.1.~)

− 국내외 민간기관 연계 美·인도 등 주요시장 핵심도시 거점 제공(’22. 5개소)

− ADB벤처펀드 청정기술 투자, 코트라 조인트벤처설립 등 현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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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플러스’본격 가동 

대‧중견기업‧스타트업간 기술거래시장「서울 Tech Trade-On」오픈 (’22.4.~)

− KIST 기술전문가 활용 기술 분석을 통해 기술수요자와 공급자 1:1 매칭

－ 기술거래를 통한 투자유치, 매출증대 등 우수 사례 공개로 거래 의욕 고취

서울경제통합플랫폼(Invest Seoul) 연계 이용자 편의 증진 (’22.4.~)

− 해외투자자와 투자분야 전반·심층 상담기능을 보유한 ‘Invest Seoul’ 연계

− 서울 경제의 통합 게이트화로 창업·투자정보 이용 접근성 제고 추진

영문서비스 도입으로 해외투자자 등 글로벌 이용자 접근성 강화 (’22.10.~)

－ 메인포털(’22.), 서브포털(’23.) 등 플랫폼 全 화면 영문서비스 제공

－ 서울 유망 스타트업·정책·생태계 플레이어 활동상을 해외 투자자 등과 연결

 대학과 함께 청년창업·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를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 ’22년 32개소(종합형 15, 단위형 17)에서 청년 창업기업 발굴·육성

− 우수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동북권 성장 유망기업 지원센터’ 시범 운영(’22.7)

대학·자치구·주민이 함께하는 대학 주변 지역 활성화

− 대학 자원(교수, 대학생 등)을 연계, 코로나19로 어려움을겪고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 용산구 전통시장 신상품 개발 프로젝트(숙명여대), 군자로 문화상권활성화(세종대) 등

− 대학·자치구·지역이 지역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지역활성화협의회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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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양재 일대를 산업혁신의 기반 기술, AI 서울 플랫폼으로 조성

양재 AI 혁신지구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AI 생태계 조성

− AI산업 핵심거점 공공 앵커시설 조성으로

서울형 AI 산업 육성 지원

▸ AI지원센터 건립(’21.5 착공 / ’23.5 개관 예정),

양재 AI·R&D 캠퍼스 조성(’27.)

− 양재 AI 특구 지정 추진으로 민간 R&D 공간 확충

AI+X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AI와 타 산업간 혁신 시너지 창출

− (AI 융·복합 매칭) AI 수요기업(바이오, 금융등)과 공급기업(AI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간

기술·서비스 정보제공 및 비즈니스 매칭

− (AI 오픈소스 제공) ETRI 등 연구소 보유 AI원천기술 제공으로 AI R&D 활성화

− (AI핵심 인재양성) 중견기업 연구·개발 핵심인력 대상 AI 최고급 전문가 과정 운영

<AI지원센터>

 홍릉 글로벌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K-바이오 전략산업 특화 지원 인프라 확충

− K-바이오 해외진출 종합 지원공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조성(’22.)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특화 지원공간,

‘홍릉 R&D 지원센터’ 조성(’25.)

− 도시재생, 창동․상계 연계한 K-바이오 산업 성장단계별 지원 인프라 구축

바이오·의료 기업 연구개발, 성장 프로그램 및 국내·외 네트워크 지원

− (연구개발) 서울바이오펀드 조성,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 지원

− (성장지원) 교육·컨설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IR, 세미나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

− (네트워크) 서울 소재 대학·병원·연구소, 오송·대구 등 지방 바이오 클러스터,

글로벌기업(J&J, 노바티스 등)과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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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마곡 융복합 R&D 산업단지 구축

R&D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입주기업간 융복합 촉진

− 연구중심 유망 중소·창업기업 입주를 위한「공공․민간 R&D센터｣ 건립(~’24년)

− 신성장산업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M융합캠퍼스」조성(~’27년)

− 여유공간 활용을 통한 ｢연구공간 공유제｣ 추진

마곡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융합 상생 연구생태계 조성

−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마곡 CEO-biz 포럼 및 M-밸리 포럼 추진 등)

− 마곡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류협력의 장 ‘M-테크위크’ 추진

− 기업과 산학연 기술교류 성과 사업화 지원 및 입주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

마곡산업단지 토지매각 및 입주기업 관리

− 산업시설용지 잔여부지(약 2천㎡) 매각 적극 추진(유보지 등 제외)

− 입주계약 기업 190개사 관리(준공118개, 착공 38개, 공사준비 34개)

 G밸리 IT 등 첨단기술 지원 인프라 혁신 추진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고도화

− 우수스타트업 발굴·지원, 5G 첨단기술 개발 지원(창업큐브, IoT지원센터 운영)

− 집적산업 고도화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기술개발, 인허가 지원)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한 지원시설 확보(공공부지, 역세권 민간부지 등)

G밸리 내 문화복지시설 조성을 통한 근무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

− 구로공단 역사체험, 산업관광코스 개발 등 산업박물관 운영(‘21.11~)

− G밸리내 근로자 지원 체육·문화·복지 시설 확충(다목적체육관, 청소년쉼터 등)

G밸리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투자-고용-수출 지원 강화

− 산·학·연 융복합 기술혁신 및 상용화를 위한 G밸리 기업 R&D 지원

− G밸리 Week 개최를 통한 투자, 판로개척 등 지원(수출상담, 창업경진, I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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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성장지원 확대로 여의도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서울핀테크랩’ 기능 확대 및 제2핀테크랩 조성으로 핀테크산업기반 강화

− (서울핀테크랩)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킹 등 핀테크 기업 지원 다각화(88개사 입주)

− (제2서울핀테크랩) 특허(국제)·법무·상장·현지 파트너 연계

등 성장기업 특화 컨설팅 제공

금융-IT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 확대

− (여의도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디지털금융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연 240명)

− (핀테크아카데미) 핀테크기업, 금융기관 임직원 대상

수요 맞춤형 직무교육 및 온라인 강의 운영(연 100명)

< 서울핀테크랩 >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 시민체감도 제고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조성으로 혁신기술 시민수용력 제고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맞아 시민 누구에게나 쉽고 재미있게 미래혁신

기술과 제품에 대한 체험 경험을 제공하는 센터 조성·운영

− 위치: 강서구 마곡동 767-2(규모 1.137.4㎡) / (조성) ’22.7월까지 (운영) ’22.8~

<VR/AR 체험> <로봇 전시> <시민참여 행사>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문화의 거점「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건립 추진
− 로봇·AI·AR·VR 등 첨단과학기술 교육·체험의 장

마련으로 과학기술 문화확산 및 창의과학인재 육성

− 사업기간 : ’15.1월~’23.7월/위치:도봉구 창동 1-25

− 규 모 : 연면적 7,405㎡, 지하2층~지상4층

− 주요시설 : 전시실, 교육·실습실 등
<설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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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업생태계 지속성장 기반 강화
 뿌리산업 및 도심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제조업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확대

− 부모세대 노하우 기술계승 및 가업승계로 도시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

‣ ’22년 80명 지원 예정(’19년 40명, ’20년 82명, ’21년 67명 기지원)

− 가업승계 2세 신기술 및 첨단기술 교육, 협업과제 발굴 지원 등

열악한 기계·금속 업체 작업환경 개선으로 작업 생산성 및 능률성 향상

−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구 내 소규모 공장 환경 및 간판 개선 지원

‣ 공장환경개선 : 공장내 집진기 설치지원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생산성 향상

    ‣ 간판개선 :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을 가로미관 및 연속성 고려하여 개선

− 제조공정 효율화, 제품 불량원인 분석 등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역특화형 거점시설 조성·운영 및 기술공유·전수 지원

− (문래 기계금속 생산거점) 소공인 교육, 협업 및 기술공유, 시제품 제작 등

    ‣ 앵커1호(산업지원) : ’21.9월 준공 후 운영 중 / 앵커2호(생산거점) : ’23년 개관 예정

− (개봉 뿌리산업 창업거점) 소공인 기술전수 프로그램, 청년창업 지원 등

− (스마트앵커) 제조인프라와 협업시스템을 갖추 공동 생산시설 조성(총 5개소)

‣ 성수수제화(’22.7.준공), 중랑봉제(’22.3.착공), 중구인쇄(’22.10.착공), 마포출판인쇄(’22.10.착공), 중구봉제(’21.11.설계)

− (솔루션앵커) 스마트앵커의 대안으로 일감창출을 목표로 한 소공인 지원시설 조성

‣ 도봉 봉제, 성북 봉제, 강동 가죽·주얼리, 강북 봉제관(’22.3.운영 예정)

문래동 기계금속 생산거점 개봉 메이커스페이스 성수 수제화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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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매력과 문화자원을 활용, 뷰티산업 육성 지원

뷰티산업 트렌드 상설체험「뷰티복합문화공간」조성 (’22.6.개관)

− 대 상 지 : DDP 디자인장터(180여평)

− 조성방향 : 서울 뷰티문화와 트렌드의 대표공간

− 공간별 주요기능

공간구분 내 용 

홍보·체험 존 유망 중소기업 뷰티제품 선정 상설 전시 및 체험(월 30개사) / 시즌별 테마 전시

이벤트·휴식 존 신제품 런칭행사, 뷰티클래스, 소규모 공연·전시 등 
콘텐츠 창작 존 뷰튜버 라이브 방송 등 콘텐츠 제작 위한 스튜디오 운영

중소 뷰티기업 홍보·뷰티트렌드 체험「Seoul Beauty Week」개최 (’22.10.)

<‘서울 뷰티인디엑스포’ 개최로 서울 중소 유망 뷰티브랜드 홍보의 장 제공>

− 유망 중소뷰티 브랜드 제품 홍보·체험 부스 설치

− 바이어·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및 B2B 비즈니스미팅

− 뷰티 인플루언서 초청 이벤트 추진

<헤어·패션·뷰티 등 스타일 트렌드가 결집한 ‘서울 트렌드 스타일쇼’ 개최>

− 중소 뷰티브랜드 제품 활용한 스타일링 선보이며 서울의 뷰티트렌드 확산

− 음악, 댄스 등 문화공연 연계, 방문객 즐길거리 제공 및 축제분위기 조성

 패션산업 선도를 위한 서울패션허브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패션허브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패션산업 생태계 혁신 및 패션산업 활성화

− (창업뜰) 패션분야 유망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독립형30실, 공유형20실)

− (배움뜰) 패션-IT 융합 글로벌 혁신 인재 양성 및 예비창업 지원(19개)

− (창작뜰) 자동화·디지털 첨단 장비 지원 등 생산기술 혁신 지원

서울패션허브 거점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 연계 운영

− 패션기업, 패션봉제업체, 패션봉제 지원시설 등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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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업 위기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관광생태계 회복 및 혁신을 통한 서울관광 재도약

 관광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광업계 단계적 지원

관광업계경영난완화및관광재개를위한서울관광업위기극복자금지원(2~3월)

− 서울시 등록 주요 관광 소기업의 경영난 완화 및 관광 재개 준비 지원(5,500개사)

※ 대상업종 : 여행･관광숙박･외국인도시민박･한옥체험･국제회의업

− 업체당 3백만원 지원(총 165억원) / 공고(2.7)→접수(2.14~3.11)→지급(2.21.~)

위드코로나관광활성화를위한서울인바운드관광활성화지원(3월 이후)

− 종합여행업 소기업 대상,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계획서 평가·선정(200개사)

− 관광 콘텐츠확대 운영 인력, 안전여행 비용 등 관광객유치 비용 지원(최대 1천만원)

※ 3월 이후 코로나19 추이를 고려, 외국 관광객 입국 재개 시점에 맞춰 지원

서울관광질적도약및경쟁력강화를위한뉴노멀관광콘텐츠육성·지원(3월 이후)

− 뉴노멀 관광상품 공모전 개최로 최신 트렌드 반영한 특화상품 발굴(20~30개)

− 선정된 업체에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최대 2천만원),

뉴노멀 관광상품의 시장성 제고 및 상품성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관광 생태계 혁신 및 뉴노멀 관광수요 창출

기술융합형관광스타트업육성및관광업계상생으로지속적관광혁신동력제공

− (신규선정) 감성콘텐츠와첨단기술(AR 등)을융합한프로젝트 선정(12개사, 최대 7천만원)

− (후속지원) 서비스 고도화․마케팅지원(22개사), 서울관광플라자 내 공간․네트워킹지원

− (상생협력) 스타트업아이디어․기술력과기존관광업계노하우를접목한프로젝트지원(5개사내외, 6천만원)

민간 얼라이언스 등 관광거버넌스 체계 강화

− 관광업계비합리적관행타파위한민간업계주축의분야별관광생태계혁신얼라이언스구축

− 시-구 협력으로 효과적인 관광 생태계 혁신을 위한 시·자치구 관광발전협의회 구성

− 지역별 특성 있는 관광 명소화를 위한 자치구별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

관광 생태계 혁신을 이끌 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코로나로 심각한 관광 전문인력 누수 해소 및 관광 재개 대비 인력 양성 지원

‣ 뉴노멀 관광트렌드 및 서비스에 최적화된 인력 양성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 43 -

포스트코로나 서울관광 재도약을 위한 ｢서울페스타 2022｣개최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국내·외 관광객 대상 빅 이벤트 추진

− 서울페스타 개막선언 및 서울관광 비전 선포, 글로벌 콘서트 개최(8.10, 잠실주경기장)

페스타기간중세계전기차경주대회(E-Prix) 동시개최로세계인들의관심유도

− ’21/’22 시즌마지막라운드(15·16라운드)를 서울에서 개최(8.13~14, 잠실종합운동장)

− E-Prix 연계 전기차 관련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8.9~14, 잠실종합운동장)

E-Prix 외 서울 전역에서 K-Pop, 쇼핑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 집중 개최

− 서울뮤직페스티벌, 쇼핑페스타 등 서울시 각종 행사 통합개최

− ‘서울페스타2022 여행상품’ 개발, 페스타 기간 전·후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뉴노멀 시대 안전하고 혁신적인 MICE 기반 조성

혁신 MICE 육성을 위한 MICE 분야별 지원

 − (국제회의) 첨단기술 활용·혁신산업 연관 행사 지원 강화

− (전 시 회) 글로벌 혁신 전시회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및 컨설팅 확대

− 서울형 안심 마이스 운영 : 방역수칙, 점검시스템 개발, 참가자 방역 편의 제공

− 관광·MICE기업지원센터 운영 : 노무·세무·법무컨설팅,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지원

뉴노멀 시장을 선도할 MICE 기업 지원 및 신규 비즈니스 발굴

− 변화된 시장수요 대비 지속가능한 MICE 콘텐츠 공모·사업화 지원(10건)

− 고품격 행사개최를 위한 “유니크 베뉴” 활성화 사업 추진(5개소 지원)

− 민관협력을 통한 서울 대표 MICE 육성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상생 및 업계 회복을 위한 타·시도 공동마케팅 협력사업 추진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 기반 외국인환자 수용태세 제고 및 마케팅 강화

− 기존 의료관광 헬프데스크를 ‘서울 메디컬&웰니스 지원센터(가칭)’로 확대․개편

− 포스트코로나 의료관광 수요 선점 위한 ‘서울의료관광 트래블마트’ 개최(10월)

고품격 맞춤형 소규모 여행수요 대응한 고소비 타깃 프리미엄관광 육성

− 세계 6대프리미엄여행커뮤니티 ‘Connections Event’ 서울개최및프리미엄상품개발(10월)

− 국내 거주 프리미엄 앰배서더를 활용한 전통문화, 미식 등 콘텐츠 지속 발굴

− 프리미엄관광 특화 여행사, 특급호텔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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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모두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전문체육 생태계 조성
직장운동경기부 내실화, 서울시체육회 운영 활성화로 전문체육 성장기반 마련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추가 창단(1~2팀)으로 비인기 취약종목 육성

− 유관기관협조를 통한 안정적훈련시간 확보, 의무 트레이너배치 등훈련환경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민선 2기 서울시체육회장 선거 지원(선거기간 : ’22.11~’23.2)

체육인 인권 보호를 통한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

− 서울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및 서울시체육회 ‘인권‧심리상담센터’ 운영

매일매일 건강한, 서울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생활체육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
− 누구나 참여할수있는 축제형 생활체육대회(시민대축전(9월),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10월))

− 동호인기량증진및우수선수발굴을위한종목별대회(시민리그, 시·구·전국종목별대회)

− 일상 속언제나쉽게즐길수있는프로그램운영(유아스포츠단, 종목별 교실, 캠프등)

스포츠 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22년 75개소)

− 지역거점형 실내 생활체육시설 10개소(다목적체육센터 9,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1)

− 시설 개보수 지원 61개소(학교 50, 무장애환경 11) 및 VR스포츠실 2개소, 실외체육시설 2개소

   

국제스포츠 도시로서의‘서울’위상 제고
제26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 개최

− IOC 위원 등 대상으로 서울의 스포츠 역량과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 마련

− 총회 기조연설 및 市 주최 환송 만찬 등을 통해 적극적 스포츠 외교 전개

< 제26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 개요(안) >
 기간/장소 : 2022.10.17.(월) ~10.22.(토)/코엑스 컨벤션센터
 참가규모 : 206개국 1,300여명(ANOC집행위원, IOC 위원, 각국NOC 대표등)
 소요예산 : 50.5억원(서울시 13억, 문화체육관광부 7.8억, 대한체육회 29.7억)
 주요내용 : 회의(총회, 집행위원회, 워크숍), 행사(ANOC 시상식)
 주최/주관: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 서울특별시, 대한체육회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체육시설 확충

− 서울어울림체육센터[볼링장, 수영장] 중앙투자 2단계 심사(2월), 착공(5월)

− 광장동체육시설부지개발[복합체육관, 컬링장] 기본계획수립(3월), 타당성조사 의뢰(4월)

− 서북권복합체육시설[빙상장, 인라인경기장] 기본구상수립 용역(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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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특화 및 균형 발전 기반 강화

미래 공간 비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통한 계획안 수립 (’19.10.~‘21.7.)

- 분과별 계획과제에 대한 ’5대 지향점 –18개 목표–63개 전략‘ 작성

주거지역 35층 높이기준 개선 등

스카이라인 및 경관관리 방향 검토

최근사회적여건변화와「서울비전 2030」
등시정운영을 반영한 공간계획 수립

최종계획(안) 후 법정절차추진(’22.3~)

-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

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거점 조성

용산정비창 일대, 서울의 국제적 중심지로 조성 추진

−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제업무 중심 거점 육성

− 혁신적인 미래복합도시 및 서울도시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세계적 도시공간 조성

− 서울중심 대규모 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공론화 방안 추진

서울역의 위상과 기능강화의 시작, 서울역북부 복합개발 추진

− 도심내 철도 유휴부지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서울역의 상징성·공공성 강화

− MICE, 업무, 숙박, 판매 등 다양한 도심지원 기능 도입을 통한 활력 제고

−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주변지역 연계 및 공공기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서울권역의 핵심거점 조성을 위한 광역중심 육성 종합발전계회 수립

− 동북권의 상업·문화기반을 중심으로한 혁신산업축의 조성(청량리·왕십리)

− 서남권의 개발가용지 및 인프라를활용한창조적 지식기반의혁신축 마련 (가산·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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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맞춤형 발전을 선도하는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행

구분(개소) 주요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총 97개소)

도심권(14) ①용산, ②신당청구역세권, 종로4‧5가, 한남 등

동북권(33) ③성북동 역사문화지구, ④청량리역세권, 왕십리광역중심, 면목상봉패션, 군자역 등

서북권(8) ⑤홍대앞, ⑥연신내, 불광, 충정 등

서남권(30) ⑦서여의도, ⑧공항로, 국회대로, 온수역일대, 보라매 등

동남권(12) ⑨양재R&D혁신지구, ⑩오금지구중심, 양재지구중심등

(도심권)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 미래서울의 강북신도심, 위상변화를 반영한 “국제도시”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동북권) 자족기능 강화 및 균형발전 위한 지역활성화
−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인프라조성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북권)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창조문화산업 선도
− 지역문화 정체성 회복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홍대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남권) 신성장 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기반 강화
− 국제금융 중심지 지원 및 다양한 도심 기능 확충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동남권) 글로벌 업무·상업중심지로 지속 성장 유도
− 4차산업혁명 선도 및 혁신지구 육성을 위한 양재R&D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역세권 복합개발로 주거 및 일자리 공간, 지역 필요시설 등 확충
−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증가 용적률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시설 확보
‣주거·상업·업무 + 생활SOC

(창업지원시설, 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 현재까지 대상지 20개소 선정, 사업추진 중

‣동북권 5, 동남권 4, 서남권 8, 서북권 3개소

※ 지역균형발전 고려하여 비강남권 중점 추진

‣주택 약 5,000호, 생활SOC 등 지역필요시설 약
4만㎡공급 예상

역세권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으로 균형발전 촉진
−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6개소, 변경中 3개소, 사업구상(안) 마련중 11개소 추진

− 신규대상지 20개/년 선정 계획(1개소당 공공시설 2천㎡ 및 주택 250호 공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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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 이동서비스 구현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운영

청계천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 도입(’22.5월)

− 청계광장~청계5가(4.8km) 구간에 관광코스와연계한

단거리 이동서비스 제공

− 국내 제작 자율주행버스 3대를 투입하여 일 24회 운행

상암지역 내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개시(’22.2월)

−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운영 중인 상암동 일대 무상운송을 유상으로 전환

‣ 운행구간 : 상암내 지하철역 ~ 오피스, 아파트, 공원 등

‣ 운행규모 : 4대(’21년) → 12대(’22년) → 50대(’26년)

− 운임은 대중교통 요금과 유사한 승용형 2,000원, 승합형 1,200원으로 책정

‣ 이용방식 :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호출·탑승·결제

강남일대 자율차 상용화 거점 조성 및 Lv.4 로보택시 정착(’22.3월~)

− 상암에 이어 강남, 서초구 일부 지역을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로 확대 지정

− 현대차와 협업하여 로보택시 10대 도입

※ 로보택시 : 실시간 승객수요(모바일 호출)에 따라 노선 자동생성 및 최단거리 이동

 차세대 물류체계 구축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조성(5개소)

− 자치구 내 마을활력소 등을 직주거리 생활물류

배송센터로 조성(70평)

− 5개 택배사가 물품을 한 곳에 모으고 지역 청년 등이

가정까지 일괄 배송

｢우리시장 판매대행 배송체계｣ 구축(3개소)

− 수요가 많은 물품을 시장 일정 공간(30평)에 사전 위탁 보관

− 모바일 플랫폼업체가 위탁된 물품을 온라인 주문받아 판매대행 및 신속 배송

− 각 시장 물품공간 조성(3월) → 온라인 전문업체 선정 → 위탁판매 등(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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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서울 교통체계 구축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 내구연한 미도래 1,060칸 전량 설치 추진(’22년)

− 내구연한 경과 1,328칸 신규 전동차 교체 시 빌트인 설치(~’26년)

※ 설치현황 : 전체차량 3,869칸 중 1,481칸(38%) 설치

지하철 역사 등 미세먼지 특별 관리

− (터널 내) 양방향 집진기 207대 설치(’21년 117대, ’22년 90대)

− (객실 내) 교체예정차량 제외 1,866칸 전체 공기정화장치 설치(’22년 344칸)

−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초과 54개 역사 특별관리

‣ 법정 기준인 초미세먼지 50㎍/㎥ 초과 역사는 환기 설비 최대 가동

‣ 초미세먼지 정보표출기 설치하여 시민 정보공개 강화(674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1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E/V) 설치

− 전체 326개 역사 최소 1개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 1역사 1동선 확보율 93.6%(’21.12월 기준)

− 미설치 역사 21개소 단계별 추진(~’24년)

‣ 설치가 어려운 3개역사(신설동, 까치산, 대흥) 특수 엘리베이터 등 대안마련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장애인 승하차 이동편의 개선

− ’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22년 74.8%)

− 장애인 승하차 이용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 경복궁역 주변 노선 대상 음성서비스 시범운영(’22.3월)

‣ (정류소개선) 점자블록 설치, 보도단차 조정 등(’22.3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의 획기적 단축(32분 → 25분)

− (운전원증원) 장애인콜택시 가동률 10% 향상 : 72% → 82%

‣ 운전원 100명 추가 투입으로 1대당 운전원 1.3명 이상 확보

‣ 법인택시와 협약체결로 특장차 30대 야간시간대 시범 운영

− (차량증차) 법정대수 초과 기준충족률 114% 달성(특장차 30대, 장애인버스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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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 편익증진 교통행정 추진

안전속도 5030 탄력 적용

− 한강교량, 일반도로 등 총 20개 구간 속도제한 변경 추진(50→60㎞)

‣ 교량(17개) : 편도 2차로 이상인 모든 한강교량(가양대교, 월드컵대교 등)

‣ 일반(3개) : 헌릉로, 보라매고가, 도림천고가교

− 시민민원, 속도 제한 불필요지역 등 추가 조정 지역 지속 발굴·변경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등 주차단속 완화

− 시민불편 없는 범위 내 과태료 단속이 아닌 계도로 전환(’22.1)

‣ 소형 음식점,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차량 및 생계형 화물차 등

‣ 주정차 허용구간 표시 교통안전표지판, 플랜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도심 백화점 주변 등은 단속 강화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 보행안전 강화

− 신규 입점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구청) 시 서울시 협의 절차 도입(’21.12~)

‣ 대기공간(6m), 안전요원 배치, 속도저감장치 등 필수시설 설치 조건

− 보행자 안전확보 및 교통정체 방지를 위한 드라이브스루 시설 교통성 검토 의무화

‣ 교통량 및 주변 영향 평가,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공유전동킥보드 관리 개선

− 무단방치 이용자에 대한 업체 책임을 담보로 즉시견인제도 개선

‣ GPS 기반 반납 제한구역(지하철 출구 앞, 횡단보도 등) 설정·운영(’22. 상반기)

‣ 즉시견인구역 내 견인 유예 1시간 부여

− 지하철역 주변 등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 조성(’22. 상반기)

자전거 생활시대 본격 대응

− 따릉이 45,000대까지 확충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배치

− 규제 샌드박스 한시적 운영을 통한 공공자전거 광고 도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 속도제한(20km/h) 추진

− 폐자전거 연간 1천대 재생화 및 시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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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의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
권역별 간선도로망 확충 

(동북권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도로개선 및 확장 추진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23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협약, 실시설계 완료(’22.12)

− 동부간선도로 확장개통(’20.12.) 후 교통불편 해소 위해 진출로 추가설치

(서북권역) 新 간선도로축 구축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
− 제2자유로와 접속되는 월드컵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입체화 완료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입체화(4차로, 540m) 현재 65%, ’22.9. 준공

− 은평새길, 평창터널 ’22.2월 사업제안서 재접수 후 ’23.상반기 협상 완료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 민자) >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입체화 >

(서남권역) 간선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도로망 구축

− 침수 및 교통문제 동시 해결을 위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신속추진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남부순환로 평탄화 신속추진(’22 하반기 준공)

− 서남권 주요 정체구역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 종합개선방안 마련(’22 하반기)

(동남권역) 도시발전에 부응하는 대규모 도로사업 적기추진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연계한 주변도로 구조개선 추진(’22 하반기 착공)

− 위례, 문정지구 개발대응,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본격 추진(’22 하반기 착공)

‣ (1구간) 투자심사,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추진 중, ’22년 착공 예정

‣ (2구간) ’21.10월 투자심사 결과(재검토)에 따라 사업추진방안 마련

<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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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소통 강화를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으로 품격도시‘서울’구현

시정정보 적기 제공 및 현장중심 소통강화를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 신문․잡지․방송 및 뉴미디어 매체 활용하여 시정․생활정보 적기 제공

− 정책여론조사, 홍보대사, 희망광고 운영 등을 통해 시민주도형 시정구현

코로나19 대응신속한정보제공및백신접종캠페인을통한전방위대시민소통

− 설연휴 방역수칙, 백신접종 안내, 유흥시설 핵심방역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등

설연휴방역수칙 3차백신접종 유흥시설핵심방역사항 단계적일상회복 핼러윈데이방역수칙

 해외 마케팅을 통한 글로벌 리딩 도시‘서울’위상 제고

서울우수정책해외마케팅및언택트해외프로모션추진을통한국제도시위상제고

− 정책별․도시별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을 통해 서울의 매력 확산

세계도시정상회의(WCS) ’22월드컵국제스포츠마케팅 ‘아트바젤’ 문화예술마케팅 서울도시경쟁력글로벌포럼

市 대표 외국어 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및 도시매력 발산
− 서울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5개) 및 SNS(8개)등을 통해 외국인의 참여․소통 강화

− 영어뉴스(아리랑TV),「서울비전 2030」해외홍보 간행물 제작․배포 등 도시매력 홍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시외교 역량 증진
정책기반 글로벌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중심 교류협력 활성화

− 디지털․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시교류 및 기업 진출 투자유치 추진

− 시티넷, 세계지방정부연합 등의 회의, 웨비나에서 市 우수정책 공유 활성화

市-콜롬비아4차혁명협력방안논의 市-코스타리카디지털협력방안논의 시티넷집행위원회 UCLGWORLD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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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는 건강 생태계 조성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품격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 조성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 및 민생 안정

 시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지역치안 개선

 3.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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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는 건강 생태계 조성

｢온서울 건강온｣ 전시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온서울 건강온｣ 시스템 기능 및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현 황) 시범사업에대한속도감있는준비로 ｢온서울건강온｣적시론칭(’21.11월)

- ｢온서울 건강온｣ 홈페이지 오픈(’21.11.1.), 5만명 모집(’21.11.8.∼12.8.),

스마트밴드 배송 완료(’21.12.17.)

✜ (추진방향) 건강관리 기능 개선 및 다양화로 사업내실 강화
ü 온서울 건강온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ü 스마트밴드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다양화

ü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 개선방향 도출

활동량․식단기록+분석자료+건강정보등으로개별심층건강관리서비스제공

- (현재) 스마트밴드를 통해 수집된 활동량, 수면패턴, 식단 기록 단순 표출

(개선) 데이터 분석과 건강습관 개선 정보제공 등 심층 건강서비스 제공

(현재) 활동량,수면시간,

식단 등 단순

측정정보 제공

(개선) 얕은/깊은수면 등분석

→ 효율적 수면 조언

(개선) 운동모드 심박수 활용,

구간별 운동량 분석

→ 운동 필요구간 추천

(개선) 섭취 칼로리,

음식종류 등 분석

→ 식단 추천

- 국가건강정보포털, 국ㆍ공립 병원 등의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개인별

건강행태, 관심분야, 환경요인별 정보 분류 및 구조화, 맞춤형 정보 제공

‣5개 기관, 360개 건강정보 → 50개 기관, 5,000여개 건강정보 수집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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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질 제고를 위해 참여자 책임제 운영 및 헬스케어 매니저 교육 강화

- 참여자 개인별 ‘나의 헬스케어 매니저’ 지정, 건강목표 설정과 실천활동 모니터링 후

격려 알림, 기록 없는 참여자는 참여 독려(2주 간격)

- 주간, 월간 리포팅을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개별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 민원 대응 CS교육, 간호, 영양, 운동처방 등 분야별 전문가 교육 시행(분기별)

민원신속 대응을 위해 市-상담인력-개발업체 실무TF 운영

- 매일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현황 공유, 대응방안 마련, 처리현황 점검회의 진행

- 접수되는 밴드 -앱 간 불편사항, 오류문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

｢온서울 건강온｣ 붐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건강운동회 및 이벤트 개최

- 민간협업으로 온라인 ‘건강운동회’ 개최, 연령, 지역, 직종별 커뮤니티 구성 지원,

건강활동 참여율을 기준으로 랭킹서비스 제공

‣의사회, 약사회 등 건강관련 단체와 건강정보 공유, 분야별 퀴즈, 전문상담 등

민간협력 건강운동회 개최

- 저염식, 저당식 요리 등 건강식단 만들기 ‘쿠킹클래스’ 운영 및 ‘온서울건강댄스’ 개발,

챌린지 이벤트 진행

｢온서울 건강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 개선방향 도출

- 시범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성과평가 및 분석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

스마트 헬스케어 중장기 사업 모형 개발

- 보건의료, IT, 홍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20명) 및 운영으로 사업

운영방안, 추진상 문제점, 밴드 및 모바일 앱 기능 개선(안) 논의

<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이용현황(1.14.기준) >

✜ 신청자 5만명 중 4.7만명 연동 완료(94%), 스마트밴드-앱 활용 건강활동 진행

구 분 앱 접속 활용 걸음 수 식단입력 건강상담 포인트 적립

1일 평균
(12.20.~현재)

29,899명
8,489보

(활동 1인당)
20,646건 150건

총누적
43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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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강돌봄｣ 확대로 지속가능 통합돌봄 정착
지역밀착 서울형 건강돌봄 재구조화로 통합돌봄체계 안착
시립병원 퇴원자, 돌봄 SOS 대상 등 건강취약계층 밀착관리

- 시립병원 퇴원자 중 다학제 평가 건강관리 요구대상자 적극 발굴․관리

- 돌봄 SOS 대상 중 ‘건강지원 서비스 대상자’ 정기적으로 연계․건강관리

< 건강돌봄서비스 추진체계 >

신청자 발굴∙의뢰

è

전문 케어서비스 제공

è

평가 및 환류

è

지 속 관 리
찾동 방문 건강

찾 동 방 문 건 강
시 립 병 원
돌 봄 S O S 센 터
의 료 기 관

보건지소 건강돌봄팀

전문케어서비스 제공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재활운동 등)

보건지소 건강돌봄팀

지역복귀 또는 
재돌봄(3개월 연장)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연계
민간 의료기관· 복지시설 돌봄sos

지역사회 복귀
지역사회 자립

건강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계 재구조화 추진

- (인프라) 보건지소를 ’23년까지 42개소(’21년 37개소)까지 확충․거점화

‣[고위험군발굴→집중서비스 제공→지속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인 력) 전문인력 역할분담 체계화 및 필수 전문인력 확대(80명 → 100명)

‣필수인력 5인(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이상으로 구성

- (지역자원) 지역자원 연계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21년 60개소→ ’22년 65개소 확대

‣市 의사회 등과 협력해서 민간의사 참여 촉진으로 재가 건강돌봄 강화

건강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 25개 모든 자치구로 ‘서울형 건강돌봄’ 확대

‣미참여 구(10개구)는 건강돌봄팀 구성 및 인력확보 지원 등 사전 컨설팅 지원

- ｢건강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건강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유관 단체 등과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정기 자문회의 등 운영

- ｢건강돌봄지원단｣ 운영을 통한 교육, 통합매뉴얼 제작 등 기술지원 강화

<건강돌봄서비스 포스터> < 건강돌봄서비스> < 건강돌봄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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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지원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전 시민 치유 프로젝트 추진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비대면 마음방역서비스｣ 제공

- 서울시 정신건강 플랫폼 ‘블루터치 홈페이지’ 내 자가검진 기능 강화

‣3종→ 9종확대(스트레스, 우울,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조울증, 조기정신증, PTSD, 불면, 삶의질)

‣ ‘블루터치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지원 사이트 신설․운영

- 심리상담 정보 플랫폼 ｢모두다｣ 및 카카오톡 채널 ｢누구나 챗봇｣ 운영

- 코로나19 심리지원단(심리지원 및 마음방역 콘텐츠 제작․배포) 운영

<자가검진 및 관리프로그램> <누구나 챗봇 > <대응인력 심리지원 사이트>

전시민 대상 ｢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마음건강검진 사업 확대를 통한 정신전문의 상담 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

‣정신의료기관 확대(224 → 240개소) 및 지원 강화(1인 3회, 최대 8만원)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신설․운영

- 심리지원센터(4개소) 서비스 강화 →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까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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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조기발굴 및 고위험군 전문치료 확대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신설․운영(’22년 하반기 개소 예정)

- 청(소)년(만 15세~34세) 대상 친화적 공간 마련으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대학교, 병무청, 정신의료기관, 동 주민센터 등 청년 정신건강 네트워크 활성화

‘1인가구 우울 고위험군’ 조기발굴을 위한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추진

- 접근이 좋은 동네의원에서 우울․자살 검사 후 고위험군은 정신전문기관 연계

(’21년 268개 의료기관 1,613명 → ’22년 300개 의료기관 2,500명)

1차 의료기관

è

의료기관 → 보건소

è

보건소

è

보건소 → 전문기관

내소자 대상

우울선별검사 실시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의뢰
상담제공(4회)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전 시민 치유 프로젝트 추진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신설․운영으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 야간, 휴일 정신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응급개입팀｣ 신설(광역정신센터 내 18명)

‣주간 대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위기평가, 이송 협조, 사후사례관리 연계 등)

- 경찰, 의료기관, 소방 등 유관기관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분기 1회)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로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질환자 안전 확보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보라매병원 외 1개소 추가 설치․운영

‣센터당 전문의 2인, 4병상 확보 및 정신과․타과 협진으로 적정 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미동의자 관리 강화

- ｢미동의 전담팀｣ 운영으로 사례 발굴된 대상자 개인별 솔루션 제공

‣정신건강전문의, 전문요원, 법률가, 동료지원가 등 다학제팀 구성․운영

-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고용센터 연계 협력 체계 구축(정신건강․취업지원)

자살 고위험군 지원 체계 강화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시범사업 추진

- ’22년 하반기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팀｣ 구성(총 42명/자살예방센터 17, 區 25)

‣서울지방경찰청, 소방․응급의료센터 협력체계 구축, 특수청소업체․숙박시설MOU 체결

- 법무상담, 일시주거비(200만원), 특수청소(80만원), 학자금 지원(1인당 14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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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시민 건강관리 강화
(임신·출산) 임신·출산·영유아 건강관리까지 공공서비스 강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난임지원 및 남․여 임신준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21,000명), 한의약 난임치료(700명) 지원

- 남․여 건강검진(3,100명),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 복용 지원(9,300명)

임신 단계별 교육 및 맞춤형 의료비 지원

- 임신준비 → 임신 → 출산․육아교실 운영(1,380명)

‣태교교실, 임산부 요가, 베이비 마사지 교실, 모유수유 교육 등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1,700명),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의료비(40명)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28,000명), 다둥이맘 산후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및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가정방문 내실화

- 선천성이상․대사이상아 의료비(1,830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70명) 지원

- 가정방문 간호사 증원(100명→107명) 및 비대면 가정방문(영상통화 등) 활성화

(청소년) 다각적 건강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건강권 강화
(음주예방) 음주 조장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 주류 접근 최소화

- 배달앱 청소년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확대: 120개소 → (’22년) 250개소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예방 ｢배달앱 및 배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편의점 청소년 주류 불법판매율 감소: 34.5% → (‘22년)25%

(비만)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비대면 사업 발굴 및 건강관리 강화

- (경도 비만 청소년)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 제공: 30명→ (’22년) 40명

‣서울시 -시립병원 간 협력, 의료․신체․영양․심리 통합 12주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돌봄시설, 학교 기반 비만 프로그램 (비)대면 운영(1만명)

(흡연예방)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흡연 유해환경 개선

- 학생주도 통학로 금연거리지정 확대: 381개소 → (’22년) 431개소

- 담배소매점 모니터링 및 강력 계도: 불법판매율 22.7% → (’22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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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 건강관리강화
1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최대 15일, 1일 86,120원 지원(’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한시적) 포함

< 2022년 달라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 (시민편의) 보건소․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시스템 개발․운영

✜ (수혜대상) 재산기준 2억5천만원 → 3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추진 중)

✜ (맞춤홍보) TV, 온라인 등 제한적 홍보 → 지역가입자 대상 직접 안내장 발송

<온라인지원시스템 > < ’22년 서울형 유급병가> < 1:1 맞춤홍보>

(노년) 어르신 건강·치매 안심도시 조성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마을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동(洞) 단위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제공

- 적정인력 확충을 통한 대상자 중심의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추진

‣25개구(425개동) 방문간호사 831명 배치(’22년 49명 추가, 동별 최소 2인 이상 배치)

ICT를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확대

- 비대면 모니터링 및 건강상담 운영 확대(’21년 7개구 → ’22년 9개구)

- ‘오늘건강’ 앱을 활용 대상자별 과제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비대면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앱 개발 및 치매전문 채널(유튜브) 구축

치매환자도 더불어 함께 살기좋은 치매 안심 환경조성

-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 확대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 공공후견인 양성 및 중증치매 어르신 적극 발굴을 통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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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재난과 사고 대응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안전도시 실행 

예 방 ICT 기반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ICT기반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2.8.)

－ 사물인터넷, 재해이력 빅데이터 활용 위치기반 시민행동요령·대피로 등 제공(’24.1.~)

대 비 교량, 터널 등 기반시설물 스마트관리

− 교량 스마트 유지관리플랫폼구축(’22년 청담대교 시범운영)

※ 계획수립(1~3월), 스마트 기술적용(4~10월), 중장기계획 수립(11~12월)

− 터널 방재시설 고도화(연차별 확대 설치) : 전력 이중화 시스템, 제연설비 설치 등

대 응 초실감형 메타버스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 서울기술연구원 협업,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훈련 및 교육 추진(’22.하반기)

관 리 재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76개 부서의 적용 대상 시설물 1,500여 개소 집중관리

－ 서울안전자문회의 구성(’22.1.) 및 유관기관 MOU체결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변화하는 기상환경에 대응하여 스마트 제설시스템 구축

− 염수분사장치(333개소, 50개 추가) 및 도로열선(213개소 100개소 추가) 등 원격 제설시설 확충

자동염수분사장치

IoT 제설감지기

포장가열제설시스템

고온염수 신속융빙 제설시스템

도로열선장치

공공시설물 2,030개소 내진성능 100% 확보(’22년 내진보강공사 70개소 )

지하차도 배수용량 증대(3개소), 침수감지센서(21개소) 및 진입차단시설(7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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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시민안전 강화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노후생활기반시설, D‧E등급 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30억원, 40개소)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취약가구 점검·정비(10억원, 24,000가구)

한파·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활동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 (한파피해 예방) 수도관・계량기 동파 예방 및 신속복구, 한파 저감시설 운영 등

− (폭염피해 예방) 그늘막 및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지원, 쿨링로드로 열섬현상 완화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공간 조성

− 포트홀 선제발견을 위해 차도모니터링 노선확대(109→173개) 및 PC콘크리트 확대적용

− 야간, 빗길에도 잘 보이도록 노면표시 시인성 강화(’21년394km ➞ ’22년1,500km)

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신기술 활용 건설노동자 안전관리 및 공정한 건설업 환경 조성 

건설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플랫폼 구축

− 개발장비(6종) 현장 기술검증, 스마트 안전기술 운영체계 시범운영

▶
◀

▶
◀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21년)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21년)  현장 실증 및 적용(22년)

주휴수당 지급, 사회보험료 지원 등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 업무경감을 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개선, 교육 및 점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단속 및 하도급 직불제 강화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 단속 조기 정착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하여 하도급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화 등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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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예방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재난현장 긴급구조 현장지휘·대응체계 강화

재난 초기부터 총력대응을 위한『서울시 통합대응체계』강화
− 市 중점관리대상은 초기부터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에서 직접 상황관리

− 소방재난본부(대응단계)⇔안전총괄실(복구단계)지속적협의·조정으로 市통합대응체계 유지

−「스마트통제단 시스템」활용 유관기관 비상자원 및 동원체계 통합운영

인명구조 중심 현장지휘권 강화

− 현장지휘관 직급 상향(소방경 → 소방령) 및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5개 소방서 시범운영(‘22.1) 및 5년간 10명씩 단계적 직급 상향

− 재난규모에 따른 대응단계별* 신속한 현장지휘체계 정립 및 지휘책임 명확화

＊ 대응 1단계(소방서장) ⇒ 대응 2단계(본부 과장) ⇒ 대응 3단계(본부장)

첨단기술 활용 황금시간 달성 재난대응체계 구축

− (수난사고) 양화·원효·동호대교 CCTV 영상감시시설 설치로 신속 대응(156대)

− (피난약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3차원(3D) 실내지도 제작(68개소)

− (초기재난정보)「스마트 시티통합플랫폼」CCTV 연계·활용(15→25개 자치구목표)

− (기술연구) 소방차 재난현장 접근성·이동 장애요인 분석 SW개발 및 실증(’22~’23)

일상화된 감염병 대응 및 관리방안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강화

− ’21년 코로나19 출동 수요증가에 따른 감염병관리팀 신설 및 인력·차량 보강

※ (’20년 대비) 출동 95.1% ↑, 확진환자 이송 350% ↑, 의심환자 이송 64.3% ↑

❶ 전담구급대 확대

+
❷ 구급인력 보강

+
❸ 음압구급차 확대

20개대 → 30개대
*차량별 3명(소방2, 기간제근로자 1)

신규 구급대원 조기충원(150명)

기간제 근로자 정원화 
7대 → 15대

*1소방서 1음압구급차’목표 추진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현장대응력 강화

화재예방  선제적 소방안전관리 (상시관리체제안전점검, 안전순찰·화재안전컨설팅·현지적응훈련실시)

비상대비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강화(관계인과핫라인구축, 유관기관협업긴급대응상황반운영)

재난대응  입소자 안전확보 등 선제적 총력 대응(소방력30%추가, 소방서장지휘, 긴급구조통제단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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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기반 조성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 안전복지 향상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28,500세대)

− (중증청각장애인) 시각표시 기능 ‘보이는 화재경보기’ 무상보급 시범사업(500세대)

− (소방차 통행 곤란) 주택밀집지역 ‘서울안전마을’ 조성(50개소)

− (화재취약지역) 다중밀집지역에 설치된 ‘노후 보이는 소화기’ 개선(787대)

재난취약시설 안전성 향상 및 피해 저감 추진

−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 대상 부적합 LPG가스시설 개선 지원(800개소)

− (전통시장) 중구 인현시장 ‘엣지 AI CCTV’ 시범사업 추진(1개소)

− (다중이용업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971개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반기별1회)

위드코로나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 다변화

− 서울안전한마당 온·오프라인 연계 개최, 메타버스체험관 구축(AR · VR 등)

− ‘1권역 1체험관’ 건립 추진(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내체험관 조성, 매봉산체험관 건립 추진)

소방인프라 조성·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소방청사 현대화 추진

− (소방합동청사) 소방-종로구 통합개발, 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 입주(’22.12월 공사입찰)

− (안전센터 재건축) 가락119안전센터(’22.6월 착공)·도봉119안전센터(’22.6월 준공)

재난여건에 맞는 소방차량 교체·보강

− 68m고가사다리차(1대), 18m소형사다리차(2대), 저상터널 대응 특수화학차(1대)

스마트 소방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

− 재난대응 통합 플랫폼 ISP수립, ‘서울119 빅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 현장활동 지원시스템 3종(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 의용소방대활동 지원, 현장민원 종합 지원) 구축·확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 (공·사상자) 안심협력병원(6개소)·화상전문병원(2개소) 지정·운영, 치료비

− (심·신 건강) 온라인 건강강좌 운영, 건강이상자 전문의료기관 연계 사후 관리

− (마음건강)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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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건물 에너지 효율화 본격 추진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개선 시급

− 건물 노후도(30년 이상 47%) 및 총 연면적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15만호 추진 (’26년까지 100만호)

− 공공 임대주택 고효율보일러 교체(1만호) 및 LED 조명 교체(1.2만호)

− 경로당 ZEB 전환(13개소),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85개소), 공공건물 효율화(24개소)

− 민간 주택․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비용 무이자 융자 및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12만호)

− 저소득층 단열 등 효율개선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무상 교체(8,400개소)

신축건물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 공공 : ’21년부터 연면적 5백㎡ 이상, ’24년부터 모든 공공건물 의무화

− 민간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22)을 통해 ’23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도입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기 35천기 신규 보급 (’26년까지 22만기)

− 장소특성을 고려해 단독주택(완속), 공동주택(콘센트), 공영주차장(급속) 보급

− 상용차(버스, 택시, 화물) 차고지․물류센터 초급속충전기 보급

전기차 27천대 신규 보급 (’26년까지 40만대)

− 택시 부제 제외, 시내버스 무공해차 구매 의무화 등을 통해 전기차 전환 가속화

− 택배차, 배달이륜차, 통학차량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차량 전기차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133MW 신규 보급 (’26년까지 1,653MW)

− 연료전지(53MW), 태양광(40MW), 수열(19MW), 지열(18MW), 소수력(2.6MW)

− 기존 주유소를친환경에너지 생산, 전기․수소차충전 가능한 종합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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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

1회용품 ·플라스틱 제로 추진

− 제로 1회용컵 : 대학가 및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매장 확대

− 제로 1회용기 : 3대 배달앱과 협력, 5개 자치구 주도 다회용기 이용 확대

− 제로 마켓 :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과 협력하여 제로마켓 100개소 확대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

− 폐가전(수리․재이용), 폐플라스틱(재생산원료), 커피찌꺼기(바이오연료)로 활용

− 권역별 폐자원센터(SR센터) 건립으로 도시광산 프로젝트 재도약(’26년까지 4개소)

− 자원순환 신기술 실증연구 지원 및새활용․재활용 기업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시설 확충

− RFID 종량기(1,956대), 대형감량기(105대) 보급 및 시민실천 캠페인 전개

− 서남 음폐수(330톤/일), 강동‧난지 지하화(음식물660톤/일, 음폐수270톤/일) 추진

더 맑은 서울 조성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취약시설 관리 강화

− 친환경보일러 12만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4천대, 건설기계 저공해화 700대

−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 지하역사(317개소), 지하도상가(25개소), 어린이집(876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원 및 관리 강화

− 대규모사업장 배출총량 관리(45개소),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지원(143개소)

− 배출사업장, 공사장 IoT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먼지․소음 중점 관리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쓰레기 배출저감 추진

−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 ’21년 164가구에서 ’22년 1,000가구로 확대

− ｢서울은 감탄해｣ 캠페인(’21년 20만명 참여) 학교·기업·단체로 확대

기업 ․종교계 등 시민협력 확대
− 기업․종교계 협력 건물 에너지효율화, 친환경차량 교체, 전기차 충전기 설치

− 에코마일리지 대상을 에너지 절약에서 친환경 행동 실천(재활용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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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격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 조성

그린 인프라 확충으로 더욱 푸른 환경․녹색 도시 만들기
녹색공간 확대를 위한 공원 용지 지속 확보

− 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128천㎡, 617억원)

−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 잔여 사유지 보상 추진(0.52㎢, 2,969억원)

시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공원 및 거점공원 조성

− 보상완료된 훼손지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안산근린공원 등 14개소, 149천㎡, 115억원)

− 서남권역 거점공원 조성(3개소, 22,625㎡), 위례호수공원(가칭) 개방(199천㎡, '22년 7월)

서울을 촘촘히 잇는 선형공원길 조성 ․ 연결
− 국회대로 상부공원(’25년 준공) 및 치유의 숲길(신규 5개소 5.2km, 확대 2개소 2.3km) 조성 추진

− 하천 생태숲길 조성(19개소 9.8km), 단절된 녹지축 연결 추진(2개소)

− 고가하부 아트길('22년 반포대교북부 하단, 400m), 서울 아래숲길('22년 가좌역 지하역사 300㎡) 조성

⇨

<서대문구 홍은동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전 ․후> <안산 치유의 숲길> <양천구 안양천 생태숲길>
                   

어디서나 누구나 즐기는 녹색문화 명소 만들기

저출생 노령화 시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초록쉼터 조성

−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보라매공원) 및 사계절즐기는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6개소)

− 어린이·가족 활동에 특화된 어린이대공원 재정비(팔각당 리모델링, 산책로 등 정비)

산 속에서 즐기는 힐링 여가 공간 조성

− 서울시최초수락산 동막골자연휴양림(36만㎡), 북한산체험형숲속쉼터(7.3만㎡) 조성 추진

− 시내에서 즐기는 산 속 캠핑장 2개소 조성(은평앵봉산캠핑장 조성, 구로 천왕산캠핑장 확대)

사계절 공원을 즐길 수 있는 「오! 힐링 공원」 프로젝트 추진
− 계절별 감성이 살아있는 공원별 프로그램 추진 및 영상물 제작․홍보

                   

사람과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안전 도시 구현
생물이 다양한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

− 생태계 보호지역 3개소 확대 지정(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 철새보호구역 1개소)

산사태와 산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 우기 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84개소) 및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22. 5월~10월)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산불 진화 헬기 29대 운영 및 드론 활용 산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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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 및 민생 안정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및 시민체감 민생감사로 시민만족도 제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립

− 종합청렴도 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확대 등 청렴인프라 구축

− 시 본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자정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점검 강화

적극행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의견제시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 추진

− 적극행정 실행 중점과제 이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등 인센티브 지원

시민생활 밀접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감사 확대로 사회 안전망 구축

− 보건·환경, 교통, 민간위탁·보조금 분야 등 생활편의 지원 실태 감사

− 투출기관 비위, 신생 투출기관 선제적 감사로 공공기관 안착지원

− 보건·의료, 복지, 안전제도 등 안점감사분야 확대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탄 경제범죄 수사로 민생침해 최소화

− 주택공급 확대에 파생되는 부동사 투기범죄 엄정 대응, 서민 피해 선제 예방

− 불법․변종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신속 수사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 대리입금, 가상화폐 사칭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다단계 범죄 중점 수사

시민 삶과 밀접한 생활범죄 근절로 민생 지킴이 역할 수행

− 명절 성수식품 등 식품․의약품 범죄 수사 강화로 시민 먹거리 장난 사전 차단

− 폐수, 대기오염 물질 등 환경오염 배출행위 수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건강 및 미용 관심 증가추세를 악용한 의료․공중위생 범죄 척결

업무 혁신 및 신고시스템 활성화로 수사성과 제고

− 신속한 수사성과 도출을 위한 수사기간 단축 및 수사기법 다양화 추진

− 신고포상금 홍보 활성화, ‘시민감시단’ 신설로 시민제보 및 정보수집 강화

− 시민피해 예방을 위한 신종범죄 보도자료 배포 등 ‘민생침해사전예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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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및 납세 편의 증진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피해 납세자 지원 강화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 50% → 60%로 감면 확대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대상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유예 등 세제지원

−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방세 감면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 확대

− 전국 최초 메타버스「택스 Square」구축, 시공간 제약없는 세무편의 제공

− 전자고지 납세자 마일리지와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혜택 확대

− 전자고지 간편 신청방법 제공 및 전자고지 납부 가능 스마트폰 앱 확대

− 납부능력에 맞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생계형 체납자 대상 경제적 자립 지원

세입확보 강화로 재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로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

−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활용, 탈세혐의 부동산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방지

− 법인 세무조사 대상 확대 및 시 세무조사로 발생한 시세의 직접 부과·징수

− 가상자산 압류, 제2금융권 일제조사 등 체납세금의 촘촘한 추적·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인 자금 관리

−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관리능력을 갖춘 시금고 선정

− 시민 이용편의 증진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참여 유도로 사회적 책임 강화

−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적기 지원 및 운용자금의 수익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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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지역치안 개선 

 사회적 약자에게 한걸음 더, 누구나 안전한‘서울 안심치안’확립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학대예방 등 보호 강화

−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합동 전수조사(연1회) 및 간병인비 지원(1일 30만원)

− 노인·장애인 등 합동점검 대상 확대((기존)가정+(추가)노인보호시설), 감시망 강화

여성대상범죄 불안 요인 제거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에 CCTV‧비상벨‧LED조명 등 집중설치, 주민 불안감 해소

− 불법촬영 점검지역 확대((기존)공중화장실,학교+(추가)숙박업소, 영화관 등) 및 합동점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및 2차피해 방지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

−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방지 교육 및 청소년 마약 ‧ 도박범죄 예방교육 강화

− 학교‧가정밖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현장상담 및 캠페인 전개

− (사)청소년육성회 등 지역사회·유관단체와 협업,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서울형 교통정책’등 교통환경 조성 
보행친화적 교통관리 체계 개선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 사람 중심의 적정 보행시간 산정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시간 전수 조사’ 추진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마련 ·설치(31개소),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선제적 교통대책 강화

− 교통사고 예방정책 공동추진을 위한 ｢교통사고 감소대책 TF｣ 확대(자치구, 경찰서포함)

− 첨단 실시간 단속장비를 순찰차에 탑재, 암행순찰차 활성화를 통한 단속강화

 시민중심 지역치안체계 마련,‘시민참여 ‧ 협력’강화

시민참여 확대 및 정책반영을 통한 시민 중심 ‘치안안심 서울’ 조성

− 시민이 치안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정책자문단’(311명) 치안현장 합동방문 등 활성화

− ‘자치경찰 정책 공모전’ 실시(283개 정책접수), 시민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

−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와 기능별 합동점검 등 민‧관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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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활기차고 매력있는 균형도시 서울

 쾌적하고 안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한강과 아리수 신뢰도 제고

 4. 멋과 감성이 함께하는
미래감성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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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융합‧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스마트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 복지시설･핫플지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위치기반 안전․생활정보푸시알림서비스 제공

−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강화 및 대중교통(지하철·버스) 공공와이파이 속도･품질개선

− 스마트폴 기능 고도화(전기차충전, 드론스테이션융합), IoT기반 가로등 스마트폴 설치 확대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안전·복지서비스 확대

− 이동약자시설 화재알림서비스 구축(6개소), 5G특화망 기반 한강공원 안전관리(뚝섬등)

− 1인가구 밀집지역 방범 CCTV확대, AI CCTV 기반 치매어르신 안전돌봄 서비스 구축

− AI기반 보안관제시스템 확대(74개 기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보안체계 구축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혁신행정 선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업무 환경 조성

− 단순·반복 업무에 자동화(RPA) 서비스 본격 적용 및 영상회의시스템 특화기능 구현

− 사무실 PC환경과 동일한 PC가상화(VDI) 사무환경 구현 전략 수립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시정혁신 선도

− 빅데이터 통합저장소(1단계) 운영 및 AI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2단계)

− 시민참여 민·관·학 융합 데이터 개발 및 분석·활용 체계 강화

‣시민생활(1인가구)·택배물류 데이터 개발, 전기차 충전소 입지선정 등 분석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적 모의실험, 3D 공간분석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지원

− (환경) 탄소저감·녹지분석, (교통) 자율주행 교통체계 구축 등 활용분야 지속 확대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
메타버스를 활용한 차세대 행정서비스 제공

− 지자체 최초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 및 경제·교육·문화 등 분야별 서비스 구현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

− 서울시민 8.5만명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 추진 및 취약계층 특화 평가도구 개발

−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버스’, 어디나지원단, 디지털배움터 등 생활밀착형 교육 확대

ICT 기술 활용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울지갑’ 앱 서비스 확대 및 마이데이터 사업 추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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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조성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지원을 위한 융복합예술기반 확충
디지털 감성문화도시를 위한 창작기반시설 조성

− XR·VR 등 영상 촬영·편집·그래픽작업 등 원스톱 제작

공간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 조성(1,966㎡, ’22.9월)

−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복합

문화공간 조성▸기본구상(’22)→설계(’23~’25)→공사 및 개관(’26~’27)

융합예술 저변 확대 및 창작자 역량 강화

− 창작자-기술자간 콜라보 지원 및 융합예술 창작자 양성(100명)

− 융합예술에 대한 관심유도와 저변확대를 위해 입문교육 실시(20,000명)

빛과 미디어 파사드의 도시 구현

−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쇼 개최(’22.12월)

− 돈의문 박물관마을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쇼

개최(연중)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현
− 실제 같은 360° VR 온라인 뮤지엄 오픈(공예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 프로젝션맵핑을 통한 실감형 전시(역사박물관), 몽촌AR게임 앱개발(한성백제박물관)

【실감형 스튜디오조성(안) 】

【세종문화회관상시미디어파사드(안)】

 디지털 기술로 역사문화자원의 복원‧활용 
사대문안·광화문과 연계할 수 있는 주요 문화재「디지털복원기본계획」수립

−「2천년 서울 역사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종합계획」수립(’22.8월)

− 의정부, 경희궁, 한양도성 등 단계적 디지털 복원 마스터플랜 마련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통합 세계유산 등재 추진
− ’22년 잠정목록 등록 완료 및 우선등재 대상선정 준비 착수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서울시-경기도 협력체계 구축(실무협의회, ’22. 3~)

− 탕춘대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추진(’22.10.) ▸현재 市 유형문화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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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문화 향유 도시
시민문화 향유 도시
문화예술이 숨쉬는 한강, 지천 조성

− 한강, 지천 주변에 재미있는 공간 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설치확대(서울은미술관 2.0 추진)

− 한강과 지천곳곳에서 만나는 ‘365 거리공연과 축제’(500회, 연중)

4계절 축제가 끊이지 않는 ‘문화 감성 도시’ 구현

− 코로나 시대 시민을 위로하는 안전한 축제 개최

▸ 봄 : 서울재즈페스티벌(4월), 드럼페스티벌(5월)/여름 : 비보잉(7월), 서커스캬바레(8월)/

가을:서울거리예술축제(9월), 서울뮤직페스티벌(10월)/겨울: 서울라이트(12월), 광화문미디어파사드축제(12월)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문화시설 지속 확충

− ’22년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문화시설

▸ 삼청각 리모델링(’22.3월), 시립미술아카이브(’22.8월), 아트책보고(’22.8월)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차질 없는 공정관리

▸ 서울사진미술관(’23.12월), 서서울미술관·통합수장고(’24.3월), 서울시립김병주도서관(’26.2월) 등

【 달빛노들(노들섬) 】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는 문화융성 플랜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기회 확대

−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 ‘공연봄날’

확대 추진 ▸ 초등 606개교/7만명 관람지원

문화예술 창작 지원 확대

−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통한 제작비 절감과 친환경 공연문화 확산

▸ 서울인근(남양주, 김포 등) 임차부지 확보(임대 시스템 구축) 및 개관(’22년 하반기)

−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지원(13,000명, 130억원)

−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과 예술생태계 보호를 위해 창작활동 지원

▸ 연극, 무용등장르별창작활동비지원(1,000명, 122억), 창작공간제공및임차료지원(34개, 24억)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

− 표준형 중앙차로버스쉘터 내 예술작품(사진, 일러스트등)을 전시하는 ‘아트스테이션’ 확대(100개소)

− 서울광장에책수레, 빈백등을활용하여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책읽는 서울광장’ 추진

【 공연봄날’ : 학생은공연보는날, 공연계는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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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기차고 매력있는 균형도시 서울

도시재생 재구조화 실행
 도시재생사업 방향 전환

보전에서 주거환경개선으로 사업내용 개편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민간․공공 정비사업 순차적 시행

− 노후주택정비와 기반시설공급 확대로 활성화 계획 변경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전환

− 주택정비 지원을 위한 주민을 찾아가는 ‘주택정비지원단’ 운영

− 주택재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주택정비 분야 전문인력 강화

공동체사업거점시설 등의 운영방식 전환
− 주민주도의 자발적 진행을 원칙으로 필요한 곳에 행정·재정지원 시행

− 객관적 평가를 통한 거점시설과 공동체사업 전반의 자생 지원 도모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재생지역 정비 신속 추진

도시재생지역내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 재개발 요건 충족시 수시 추진 제안

−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정비사업 참여 유도

행정 절차상 ONE STOP 시스템 구축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 통합처리

− 통합협의회(주민, 전문가, 시) 구축하여 재생사업 추진 신속 의사결정 지원

지역간 불균형,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통한 주민 갈등 사전 해소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생활SOC 적재적소 공급

−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자치구 부담 완화

− 공공시행자 지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적극 검토

− 개략 사업성 분석 및 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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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거점개발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계획 수립

종합적 ‧실효적인 일관성 있는 서울의 균형발전시책 추진 기반 마련
− 균형발전 정책점검 및 의제발굴, 사업화 모색(~2월), 사업계획 확정(~3월)

− 시의회 의견청취, 고시 및 대시민 발표(~6월)

시의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 최상위 계획 수립 추진

− 권역별 핵심상업시설 유치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 생활SOC, 교통, 주거환경, 교육 등 지역간 격차해소 전략 수립

− 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있는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와 절차 마련

동남권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건축시스템분야 기본설계 보완 후 공사 발주(상반기)

− 광역철도 실시계획 승인, 토목분야 본공사 착공(하반기)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 ‧ MICE 복합단지 조성

− 관련 전문가 및 유관 실무부서 참여 협상단 구성(상반기)

− 공공성 확보, 공간특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협상 추진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추진

− 사업규모 확정, 단계별 인허가(실시계획인가, 환경평가) 진행(상반기)

− 실시설계 완료(’22.8) 후 공사 착공(하반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MICE 복합공간>

서부권역 거점사업 발굴·육성

DMC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 제안서 보완 후 민간사업자 사전협상 실시(상반기)

− 공공기여 대상시설 및 제공방식 협의 진행(하반기)

舊 국립보건원 부지에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
− 마스터플랜 수립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23)

−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진행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DMC역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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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의 일자리·문화중심, ｢창동 ․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서울아레나 등 문화예술거점 조성

− 실시협약 체결(’22.5) 후 착공 추진(’22.6)

−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건립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창업 문화산업의 거점 ‘씨드큐브’ 창동 조성

− 성장형 창업기업 및 문화시설 유치 위한 공사 지속(~’23)

− 창업창작, 레지던스 공급을 통한 창의적 일자리 창출

GTX-C 연계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 복합환승센터 추진계획 수립(’22.12)

− 환승주차장, 오피스 등 복합편익공간 조성(~’26)

동북권 신도심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중랑천 수변공간 활용 전망데크 설치 : 기본계획수립(’22.12)

−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및 상부 공원화(~’25)

− 동서간 연결교량 설치(~’24), 차량기지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26)

<씨드큐브 창동>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품격있는 역사문화 중심 광화문광장 조성 
광화문광장,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 및 개장
시민이 사랑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대한민국 대표공간 조성

− 공정관리 철저, 완성도 높여 시민광장 개장(’22. 7.)

− 시민불편 최소화, 사직로 선형변경(’22. 9.),월대 복원 등

역사광장 조성 완료(’23.) ※ 현재 전체 공정률 63%

쾌적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광장 운영

−광장 면적을 40,300㎡로 기존(18,840㎡) 대비 2배 확장

− 환경변화와 시민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방안마련(’22.6.)

개장 기념행사 개최 및 대시민 소통‧홍보 추진

−코로나 상황 등 고려 대규모 행사 지양, 시민 공감

이끌 수 있는 대면‧비대면 행사 기획(’22.7월, 7일간/광화문광장 일대)

− 철학‧가치 공유, 기대감 확산 등을 위한 전략적 소통·홍보 추진(개장 특집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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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명소 조성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

정부추진 “이건희 기증관(가칭)”에 대응하는 “시립 복합문화시설” 조성 검토

− (추진방향) 송현동 시유지(74%)에 문화예술 중심 구현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 (조성계획) 글로벌경쟁력을갖춘문화관광벨트의중심역할을할수있는거점용도추가도입

부지교환 전제조건 신속이행, 송현동 부지 소유권 취득 완료 (´22.9월)

− 구)서울의료원 11개 점유시설 이전 (´22.3월), 건물 철거 (´22.8월)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22.7월)

쉼과 문화가 있는 “송현열린공간” 조기 시민개방 (´22년~´24년)

− (열린공간)　담장(4m이상) 철거 및 북촌 잇는 송현지름길 개통

− (시민참여) 일상적 휴식과 이벤트 개최로 테마별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위치도> <현황 사진> <열린공간 조성(안)>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4자협약(´17.10)기반, 레미콘공장 철거 난관봉착⇒ 자진철거 대안 필요
− 지난 43년간레미콘공장 가동으로 인해 누적된소음, 분진, 진동 등 주민피해 호소

− ´22. 6월 자진철거 전제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지 활용방안 논의 필요

[업체의견]
w (삼표산업) 현대제철로부터 공장부지 매입, 공장 자진철거 후 부지개발 허용 요구
w (현대제철) 보상합의는 양자 간 큰 시각차로 부지매각 후 자진철거 동의

※ 자진철거 미이행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및 공장등록 취소 후 강제철거 추진

서울경쟁력 회복을 위한 성장거점부지 활용 검토

− 사회･경제변화 대응 및 서울 경쟁력회복을 위한 경제･교통 허브 조성

− 백화점 등 지역주민 숙원용도 및 지역 맞춤형 전략시설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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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쾌적하고 안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회복 추진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을 통한 서울시 新물관리 정책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확정(~22.하반기)

물순환 전 과정을 고려한 통합 물순환 관리체계 재정립 및 시설 확산

− 자연순환 확대와 인공순환 부하 저감을 고려한 자연-인공순환 통합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관리기법 도입, 불투수율 정도에 따라 우선관리대상 선정·집중 관리

− 도시 물자원 통합활용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 저영향 개발제도(LID) 강화 및 제도개선

시설개선 및 신수요처 발굴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 마곡지구 하수처리수 수질개선 사업, 서남 열병합발전소 냉각수 등 신수요처 확보

− 現 유지용수 공급관로망 재정비를 통한 하수고도처리수를 하천으로 공급하는최적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사업 추진 및 제도개선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극대화

− 하천 주변에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하천 용수로 사용하는 민관 협력사업 추진

− 대규모 공공사업 대상 유출지하수 마스터플랜수립, 민간부분 유출지하수 이용대상 확대 검토

선진 시설물 관리기법으로 효율적 하수관로 정비․관리
“소구역 하수관로 종합정비”로 사업효과 극대화

− 사업시행단위를 배수분구에서 배출토구를 기준한 “소구역”으로 전환

‣사업기간 단축(개소당 7년→3년), 시급지역 우선 정비, 시공품질 향상

− 소구역 단위 관로정비 본격화 : ’22년 11개 지역(’30년까지 85개소 완료)

<배수분구�정비사업�추진현황(′95년~′21년)> <배수분구�단위> <소구역�단위>

3차원 정밀조사(Lidar)를 통한 하수관로 안전관리 강화

− 사각형거 1,130km(’23년 완료), 맨홀 11.6만 개소(’20~’25년) 대상

− 레이저스캐닝+영상촬영으로 관로 위치, 형상, 손상단면/미세변위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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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기술로 구현하는 물산업 혁신 도시

미니클러스터 조성으로 물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신기술 실증을 통한 우수기술 육성으로 물재생센터 운영 혁신(’22.8.)
‣ (서울시) 부지 제공 및 자체 혁신기술 플랫폼 운영
‣ (입주자) 정보 공유 및 기술개발, 시장 진출

− 하수처리시설 관련 신기술 실증화 공간 집적화 및 업체 간 시너지 제고
※ 핵심과제 : 지능형 운영체계, 운영·관리 고도화, 에너지자립화

수질개선 효과가 큰 총인처리시설 설치
− ’23년까지 1단계 설치 : 3개 센터 완료(’21.4.～8.), ※난지(’23.6.완료)

− ’27년까지 2단계 설치 추진(163만톤/일)

노후 하수처리시설 단계별 시설개량 추진
−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시설은 지하화, 상부는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
‣중랑센터: 1단계(25만톤/일, ‘18.5.완료), 2단계(기본설계중, ’32년완료)

‣서남센터: 1단계(36만톤/일, ‘22.2.완료), 2단계(기본계획수립, ’36년완료)

‣난지센터:분뇨처리시설지하화(‘25년완료), 복개공원화(’28년완료)

※탄천(’17년복개공원화완료)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수처리 운영 최적화
− 4개 센터 DB 및 대용량 통합 서비 구축, 데이터 표준화․통합감시 시스템 구성(‘22.8.)

−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신(ICT) 자동제어시스템 구축(‘23.～’27년)

<서남총인처리시설>

<물재생체험관>

시민이 믿는 물안전 도시

국지성 돌발강우 대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돌발강우 대비 기습폭우 알림시스템 구축 및 위험 상황 신속 전파 체계 구축
‣강우 감지 시 자동 문자 발송, 기상청과 Hot-Line 구축, 실시간 단톡방 운영(13개) 등

− 예비특보 단계부터 하천 원천 통제 및 순찰단 활동, 하천별 통합 대응체계 강화

− 침수위험도로 운전자에 사전 침수정보 제공, 지하차도 침수예방시설 추가 설치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사전 점검 및 돌봄 공무원 1:1 매칭 운영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 지속 추진
− 침수취약지역 : 34개소 중 30개소 완료, 4개소 추진 중
‣유역분리터널공사(강남), 하수관로 정비(길동), 사당천 단면 확장(사당), 사천펌프장 신설(망원)

− 취약지역 외 수해방지시설 확충 및 정비

‣ (하수관로) 신설및정비275개소230km / (펌프장) 증설1개소(흑석), 노후정비(펌프, 수문등) 23개소

‣ (빗물저류조) 신설 3개소(신림공영차고지등9.2만톤) / (하천) 오류천확장및도림천 교량재설치 2개소

‣(기타) 하천준설 5만톤, 하수관로 청소 3,500km, 빗물받이 청소 55만개(2회실시)

◆ 2021년 침수사고 Zero, 인명 및 하천 고립 사고 Zero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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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한강과 아리수 신뢰도 제고

울창한 한강숲 조성

한강변 울창한 숲 조성을 통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

− 한강 수변 생태 복원을 위한 생태숲, 한강둔치 쾌적한 녹음 제공을 위한 이용숲,

강변도로 소음과 매연 차단을 위한 완충숲 조성(38천주 식재)

− 민간기업·시민단체 등 기부를 통한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10천주 식재)

−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놀이터 및 운동시설 주변 수목 식재(32천주 식재)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형 호안 복원

자연형 호안 조성으로 한강 수변 생태계 회복

−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자연 소재(돌, 흙 등)로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증진 및 수변 경관 향상

− 휴게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쉬며 한강의 빼어난

자연 경관과 생태를 만끽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 〔뚝섬 자연형 호안〕

한강 접근체계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한강으로의 다양한 접근시설 설치

− 올림픽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한강공원과 암사 선사유적지를 잇는 초록길 조성(~’23년)

− 거리가 멀어 한강공원에 접근 불편지역(신이촌·영동)에 나들목 신설(2개소, ’23.12.)

− 한강 교량(양화대교)과 한강공원을 직접 연결 위한 승강기 신설(1개소, ’22.12)

한강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수상레저·체험시설 조성

−수상레저 체험, 훈련 등 가능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22.12.)

−사계절 이용가능한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23.5)

−다양한 캠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양화 캠핑장 조성(~’23.7)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지속 추진

−자전거·보행자 안전을 위해 한강 자전거도로 전 구간 78㎞ 업그레이드 방안 마련(~’23년)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및 그루빙 설치, 속도 제한 노면표시 등 시설 개선(~’22. 12.)

〔암사초록길 조감도〕

〔잠실수영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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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 ․ 공급
지속 가능한 상수도 기반 조성 공급체계 구축

−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24년까지 455㎞ 우선 정비 - ’22년 58㎞ 정비 목표)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27년까지 3개 공구, 23.5㎞ 정비)

− IoT 활용 수도사용량 비대면 스마트 원격 검침

(’22년 9,500개소 원격검침 전환)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수질 관리

− (상 수 원) 상수원 및 원수 수질관리 21지점(상수원 16지점, 취수원 5지점)

− (신종물질) 수질오염 대비 미규제 신종 미량물질 모니터링 강화(’21년 165 → ’22년 17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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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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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 및 대 시민 서비스 강화

시민이 믿고 마시는 음용환경 조성

−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22년 2만 7천 가구)

− 상수도관 주기적 세척 강화로 각 가정까지 깨끗한 아리수 공급

▸ 400㎜ 이상 대형관16.6㎞, 350㎜ 이하 소블록 물세척(407개 블록) 시행

−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아리수 품질확인제 시행(’22년 10만 2천 개소)

대 시민 서비스 강화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

− AI 기술을 도입하여 24시간 민원 대응체계 구축,

시민불편 해소 및 직원업무 경감

▸ 대 시민용 상담 챗봇 + AI 상담도우미 + AI 민원분석

− 이사정산 분리고지 요금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온라인으로 직접 이사정산 요금계산 후 실시간 납부 가능

⇒ 시민 만족도 증가 및 민원 감소(’22년 3월)

시민이 직접 챗봇상담 
→ 민원 즉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