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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비전

광진비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문화도시

구정목표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

3대
구정방향

5대
핵심전략

5대
핵심가치

책임행정 Ⅰ 윤리행정 Ⅰ 신뢰행정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소통 Ⅰ 청렴 Ⅰ 공정 Ⅰ 나눔 Ⅰ 희망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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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발간사
광진구 공직자 여러분
2013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취임이후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세수감소로 구정운영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지난 한해도 구민과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고“품격있는 도시 살기좋은 광진”의 목표를 향해
정책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3만 5천개의 창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일자리 늘이기를 추진하여 왔으며,“중곡종합건강센터”를
건립·개소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국에서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3년연속 선정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상,
희망복지 지원분야 대상 수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낸 것은 소통을 통한 구민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랜 숙원사업인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지역발전의 난제로 여겨왔던 국립서울병원 및 주변일대 복합개발과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금년은 소통, 청렴, 공정, 나눔, 희망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구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현장행정을 통해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구정의 역량을 집중, 창의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구민 만족도를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사업 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거리,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등
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지원을 비롯
“아이낳기 좋은 세상만들기 사업”등 출산과 보육이 편안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방과후 활동지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명품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울동화축제,
광나루어울마당과 홍련봉 복원·정비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켤쳐노믹스 실현으로 광진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으로부터 아차산에 이르는 총연장 33km 둘레길을 개발, 사람과 자연이 살아 쉼쉬는 편안한 길을 조성하고, 아차산에 스프링쿨러를 설치
화재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과 생태숲을 보호 하겠으며, EM 활성화 사업, 에너지 다이어트와 상자텃밭 보급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그린시티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부지 종합의료복합단지 착공과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과 동일로주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와 복합개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는 등
명품도시 광진을 만드는 지역개발 사업도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광진구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 전반기는 광진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 이었다면 올해는 가시적인 사업성과와 함께 한 차원 높은 힘찬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럴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더 많은 땀과 지혜를 발휘하여 구민편익을 창출하고
생활환경을 품격있게 개선하기 위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구민이 필요하고 원하는 곳에 행정역량을 집중, 고효율·고품질의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모두 구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모아“품격있는 도시 살기좋은 광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1

광진구청장

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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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건 및 재정현황
지역여건
지하철 역세권 중심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
●

건대입구역 지구, 군자역 지구, 중곡역 지구,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화양지구

풍부한 녹지공간과 서울동부의 교통 요충지
●

아차산, 어린이대공원, 한강, 지하철 2·5·7호선, 동서울터미널 등

총 288,417백만원 (2012년 대비 총 7.18% 증액 편성)

예산규모

일반회계 276,665백만원
지역경제, 개발, 교통
11,822 (4.27%)

행정운영경비
89,765 (32.45%)

예비비
3,609 (1.30%)

세출
276,665

보조금
97,860 (35.37%)

사회복지, 보건
122,376 (44.23%)

단위 : 백만원

지방세
61,506 (22.23%)

세입
276,665
단위 : 백만원

세외수입
33,125 (11.97%)
지방교부세
3,100 (1.12%)

환경, 청소
12,062 (4.36%)
공공행정 및 안전
23,260 (8.41%)

교육, 문화, 관광
13,771 (4.98%)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81,074 (29.31%)

특별회계 11,752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472

특별회계
11,752
단위 : 백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
280

재정운용 방향
● 합리적
● 교육,

재원배분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주요시책사업의 재정적 뒷받침 및 재정건전성 회복기반 마련

보육, 복지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행정서비스 향상 및 구민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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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광진구 이모저모
158,334세대 371,313명 (2012년 12월 31일 기준)

인 구

남 자 183,528명 (49.4%)

면 적

여 자 187,785명 (50.6%)

17.06㎢ (서울시의 2.82%)

주 택

66.53%

32.18%

1.29%

주거지역 11.35㎢

녹지지역 5.49㎢

상업지역 0.22㎢

전체 129,292호
연립 4,172호

6,044호

71,519호

20,255호

27,302호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상복합

아파트

기간시설
도 로

공 원

상수도

하수도

323.6㎞

2,389,487㎡

72,700전

372km

(3.373㎢)

(보급율 100%)

주요시설

행정조직

공공기관

학 교

복지시설

8개소

47개소

347개소

5국, 2담당관, 26과, 15동, 1소, 1지소 4과, 1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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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추진성과 및 수상현황
추진성과

의료바이오 특화거리 육성 발전을 위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동일로 주변 도시발전계획 용역 시행
● 광나루역·잠실대교 북단 일대 도시발전계획 용역 시행
● 자양1구역(노룬산시장 주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완료
● 중곡종합건강센터(보건지소) 건립, 운영
● 제1회 서울동화축제 개최
● 저소득층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료법률홈닥터 운영
● 아차산둘레길 조성(긴골체육공원~기원정사 구간)
● 수해예방을 위한 아차산 사방시설(댐) 설치
● 중랑천 야생화단지 조성
● 자양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시간당 75mm에서 95mm까지 처리능력 개선)
● 성수2·구의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추진
●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
●
●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수상현황

보건복지부 주관 2012년 지방자치단체 희망복지 지원사업 대상 및 복지사업종합평가 최우수상
● 행정안전부 주관 2012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우수구
● 2011 통합방위 운영평가 국방부장관 표창
● 소방방재청 주관 2011 기초자치단체 지역안전도 진단평가 결과
‘가’
그룹 선정
● 2012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특별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2011 서울특별시 시세입 종합평가 최우수구 (2개 분야)
● 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사업평가 우수구
● 서울시 자치구 문화분야사업평가 장려구
● 2011 서울시『자치구위생분야』종합평가 우수구
● 2012 서울시 희망온돌 프로젝트 사업 장려구
● 자치구 에코마일리지제 추진실적 평가 우수구
● 2012 서울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상
● 제 2 회 서울시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
● 2012 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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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전통시장 지원 및 영세상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비롯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6,700개를 만들어 서민생계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_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
●
●
●

민선5기 일자리 35,000개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서민생활 안정대책

02_중소기업·영세상인 경영지원 및 창업 활성화
●
●

중소기업 육성 및 영세상인 지원
사회적 기업 등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03_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
●
●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통한 현대화 추진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체감형 지원대책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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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민선5기 일자리 35,000개 창출 목표
				

※2012년 3월 8일 수정고시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5,653

7,742

7,849

6,358

6,699

7,005

일자리 창출

27,608

6,594

6,501

4,613

4,849

5,051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5,117

813

855

1,045

1,150

1,254

직업훈련

2,928

335

493

700

700

700

분

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

■

기 간 : 2013년 3월 ~ 12월
내 용 : 고용대행 비영리전문법인(단체)와 협약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실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연계 일자리 제공

맞춤형 취업성공전략 프로그램 운영
●

●

매월 1회 전문강사 초빙, 중장년층 구직자 대상 성공취업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과정내용 : 이미지 메이킹, 면접기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기법

『광진구취업정보센터』운영

■

구청 내 별도 구인·구직 상담 상설창구 운영 (제3별관 2층)
『찾아가는 현장상담실』등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병행 운영

●

●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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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
●

●

■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운영
●

실직·실업상태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제공
- 기간별 4단계 총 510명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및 취업능력 향상교육 실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중소기업 취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8대 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저소득층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제공
- 총 150명 일자리 제공 (2013년 3월 ∼ 11월, 기간 중 8개월 간)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보호작업장 고용 확충 (175명 추가 확충)
장애인 행정도우미 및 복지일자리 운영 (77명 제공 목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서민생활 안정대책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운영
●

■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 전문상담실 운영 (구청 제3별관 2층)
- 전문상담사 상주, 금융기관 융자, 신용회복 등 회생기법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현장위주의 안정적인 물가관리
●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생필품 가격동향 현장모니터링과“옥외가격표시제”
를 통한
인상 억제 및 모범업소 지정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14 Ⅰ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문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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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영세상인 경영지원 및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및 영세상인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토대 제공
- 자금융자,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 경영지원

광진구상공회와 협력한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운영
●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육성발전에 필요한 기금 조성 및 지원
→ 2013년 년2회 2,900백만원 지원 목표


상공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지도 사업을 지원, 기업경쟁력 강화
- 광진 CEO 연구과정 운영, 법률·세무·마케팅 등 맞춤형 상담


산·학·관 유기적 협력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
●

산·학·관 역량 공유를 통한 법률·세무 등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벤처창업지원센터 지원 등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

사회적기업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현황 17개 기업 → 2014년까지 25개 기업 발굴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
●

마을주민 등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 (2013년 : 2개 기업 지원)


『광진청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운영

■

●

●

위치 : 뚝섬로 36길 9 (구 자양사회복지관 4·5층)
전문운영단체와의 위탁 협약에 의하여 청년들에게 사회적기업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사회적 기업 등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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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마을)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장터 운영
●

■

사회적(마을)기업에 제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상설판매장터 운영 및 제품관련 홍보 지원 (월 1회 순회장터 운영)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육성
●

주민들의 욕구와 관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설립, 육성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 년 2회 주민·공무원 교육 실시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

●

창업 및 업종변경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체적 실질적인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수료 시 창업자금 지원
→ 년 2회 (4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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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03

17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내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및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LED보안등 설치, 고객이벤트 및 마케팅능력 향상 지원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통한 현대화 추진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확충

■
●

자양전통시장 안전도 향상
●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내구성 강화를 위한 보수·보강공사 실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전통시장
내 부족한 고객편의공간 확충하여 대형마트 대비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중곡제일전통시장주차장 18면 추가 설치 (총 37면 확보)
- 자양전통시장 내 고객쉼터 조성 → 지상 3층 규모 (교육장, 놀이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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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체감형 지원대책
■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

■

고객행사 홍보 지원
●

■

전통시장 개방형화장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쾌적한 고객화장실 유지로 고객만족 향상
- 전통시장 5개소 연간 총 15,000천원 지원


각종 할인행사, 명절이벤트 등 관내 전통시장 고객행사 홍보 지원
- SMS 문자발송, 구 홈페이지 게재, 언론보도자료 제공 등

전통시장 마켓론(Market Loan) 지원사업
●

담보 및 신용도 문제로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내 영세상인에게 소액자금 저리 대출을 통해
자립기반 지원 - 관내 등록(인정) 전통시장 상인 대상, 1인당 연이율 4.5%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전통시장 가는 날』운영 추진

■

●

●

■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

■

전통시장 가는 날 →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특별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 판매 이벤트 개최

전통시장 이용고객에게 시장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모아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제공
- 상인회 주관 쇼핑카드 설치 및 배송차량·오토바이 등 운영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확대
●

주말·공휴일 및 명절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평일에도 확대하여
고객편의 제공, 시장 활성화 지원 - 관내 전통시장 4개소 주변, 1회 1시간 이내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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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미가로 미관저해 공중선 지중화
●

관내 대표적 음식점거리 미가로의 미관을 해치는 전주 및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 기 간 : 2013년 1월 ∼ 12월
- 내 용 : 총연장 720m, 구간 내 한전주 27주, 통신주 8주 제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골목상권 육성 추진
●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시행 → 매월 2·4주째 일요일
영세 골목슈퍼 지원을 위한 슈퍼닥터 사업 적극 추진
- 영세수퍼마켓 대상 입지분석, 상품진열, 마케팅기법 등 컨설팅 지원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02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와 보육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족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01_구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
●
●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생활 보장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02_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
●
●
●
●
●

취약계층 생활안정 대책
장애인 생활지원 서비스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시책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공동체 사업

03_아이 낳고 키우기 편안한 환경 만들기
●
●
●

안심보육사업 추진
출산지원 대책
여성이 행복한 광진구 만들기

04_활력이 넘치는 건강 도시 조성
●
●
●
●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보건소 운영
구민건강증진 프로그램
각종 생활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사업

05_질병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
●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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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

●

■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

■

대 상 : 3,342가구 5,033명 (인구대비 1.4%)
소요예산 : 총 15,843백만원 (2012년 대비 1,340백만원 증액)
- 생계급여 : 11,845백만원
- 주거급여 : 2,742백만원
- 교육급여 :
- 해산장제 :
917백만원
70백만원
-양곡비:
백만원
269

3,460가구 5,436명 (인구대비 1.5%) 대상, 총 280백만원

장애인 지원 : 등록장애인 총13,184명
●

소요예산 : 6,906백만원 (2012년 대비 645백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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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위기해소를 위한 틈새계층 중점발굴 및 지원

■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 지원을 통해
가정해체 예방 및 생활안정 도모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중 지원대상 총 600가구 518,660천원 지원 목표

위기가구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 강화
●

실직·질병·빈곤 등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취업·교육·의료·주거 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 자립여건 조성
- 2013년 총 450명 지원 목표

●

■

 ·동, 사회복지협의체, 복지관, 푸드마켓 등 민관합동으로 위기가구 발굴,
구
긴급구호 및 민간 후원연계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소외계층 발굴 활성화를 위한“희망나눔 살피미”운영
●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을 희망나눔 살피미로 위촉,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및
동주민센터 연계 구호·지원
- 부동산중개업소, 슈퍼, 요구르트 배달원 등 30명(동별 2명) 구성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광진 희망릴레이! 복지기동반』운영

■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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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201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추진
●

■

자발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더불어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 목표 : 성금품 10억 5천만원 모금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근로소득이 있거나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 대상 저축금액과 동일금액을 적립·지원
- 희망플러스 : 5만원·10만원·20만원 / 3년
- 꿈나래통장 : 3만원·5만원·7만원·10만원 / 5년·7년

무료법률홈닥터 운영
 무부 파견 법률홈닥터(변호사) 상주하여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대상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법
- 전화 및 내방상담(전화 사전예약제), 법률교육 및 소송구조 알선 등
「모바일

광진」
을 활용한 복지정보 제공
스마트폰을 이용 QR코드 입력만으로「광진구 모바일 홈페이지」
의 복지 메뉴에 복지정보 제공

●

●

●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02

25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취약계층 생활안정 대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족에 대하여 양육비, 학자금 등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 1,300세대 3,291명 대상 총 1,757백만원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

●

■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홈 클리닉
가사관리가 어려워 비위생적 생활환경에 노출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소독, 방제 등
위생서비스 제공 (2013년 총 50가구 목표)


저소득층 배기가스 안전사고 예방
●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중 연탄 및 석유보일러 사용가구에 대하여
겨울철 도래 전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 대 상 : 총 30가구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

보호자 부재 및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제공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 총 2,430명 대상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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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지원 서비스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

6세 ~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통한 방문간호,
방문목욕, 가사지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

관내 등록장애인 보유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200천원, 일반인 연간 100천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사업
●

●

장
 애인무료셔틀버스 운행 : 2개 노선, 총 9회, 주6일 운행
장
 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시책 추진
■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활성화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근로희망자 대상 총 18개 사업
1,300명 일자리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

저소득 독거어르신·치매 및 거동불편 어르신 등에 대하여 방문목욕 등
일상생활, 가사 지원
- 수혜인원 : 총 6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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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
●

●

●

●

●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소식지 제작
●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생활정보 등 생활소식지 월간 발행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 공동체 사업
■

저소득 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디딤돌) 운영
●

구청, 디딤돌거점 7개 기관(복지관, 자활센터 등) 주관 지역내 상점, 학원 등의
- 지원목표 : 기부업체수(누계) 총 700개소, 기부액 6억원 달성

나눔으로 함께하는 광진푸드마켓/뱅크 운영
●

기업체 등의 식품 및 생필품 기탁 후원자를 발굴, 저소득층 대상 분배,
저소득층 생활 안정
- 장 소 : 구 화양동주민센터 내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자율적 물품·재능기부를 저소득 구민과 연계

■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사
 회통합 및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 부부·자녀지원 교육 등 9개 프로그램 380회, 3,410명
취업 능력 향상 교육 : 23회 1,500명
개
 인 및 가족상담 : 70회 160명
다문화 가족 문화 체험 : 4회 200명
기
 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 35회 2,645명
통·번역(중국어)서비스 : 700명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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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 낳고 키우기 편안한 환경 만들기

>>안심보육사업 추진
■

어린이집 수준 향상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

●

●

어린이집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 및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자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시행
민간 어린이집 수준향상
- 민간어린이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인증제 운영 및 지원 → 2013년 인증목표 : 91개소 (42.5%)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 학부모의 안정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 실시
→ 지원대상 : 115개소 어린이집 913명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등)

『숲과 함께 놀자』숲속 어린이집 운영
- 아차산의 자연환경을 활용,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자연체험, 정서발달 프로그램 운영 (기간 : 2013년 4월 ~ 11월)

●

●

●

■

밝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노후 시설을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밝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 보육시설 확충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금액 : 1인 15,000원 이내
보장내용 : 상해, 암,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통원비, 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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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활성화
●

■

지역아동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

대 상 : 11개소
내 용 : 아동발달단계에 기초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내 설치된 돌봄교실 대상 운영비 지원

>>출산지원 대책
■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사업 추진
●

●

●

●

●

●

●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취학 전 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확대 : 1,300가정 ⇒ 1,500가정
영유아 보육료 및 무상보육료 지원
0~만 5세 미만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5년 납입, 10년 보장) 지원
다자녀 가족을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추진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일·가정 양립을 돕는 가족친화적인 기업체 참여유도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아이돌보미 활동가(70명)를 저소득 가정에 파견, 일시 돌봄과
어린이집 등·하원, 놀이활동 등 지원 (0세~만 12세이하 아동 대상)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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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운영
●

●

●

●

■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

●

●

●

●

●

■

영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 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 BCG외 10종
취학전 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예방접종 위탁계약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 관리 : 64개소
취학 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어린이 성교육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

■

산전관리 : 2,000명 (산전검사 등 6종 검진)
산후관리 : 800명 (모유수유 지도 등 프로그램 3종)
모유수유실 관리 : 50개소 / 년2회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 6개소 / 년 2회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대상, 보충식품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영양상담, 영양평가 (지원기간 : 6개월 ~ 12개월)


건강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

출산준비교실 운영 : 20회 / 400명
토요 부부출산준비교실 운영 : 20회 / 480명
엄마랑아가랑함께건강UP교실 운영 : 25회 / 500명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40회 / 320명
태교독서교실 운영 : 12회 / 120명
결혼이주여성 건강 프로그램 : 6회 /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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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
●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관리 교육
●

■

활동비 지원 연간 30,000천원 (새마을부녀회)
각종 지역단위 봉사프로그램 주관을 통한 역량 강화

여성운전자 대상 자동차 유지·관리요령, 일상점검 등 이론 및 실습
(년중 2회 / 100명)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여성이 행복한 광진구 만들기

여성 건강관리사업
●

여성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단체와 민·관 협력
건강네트워크를 구축, 운영
- 여성단체별 건강 지도자 교육 운영 (3기)
- 중·장년기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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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이 넘치는 건강 도시 조성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보건소 운영
■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보건소운영

●

■

민간 부문과
차별화된 가족단위
건강 프로그램 운영
▼
구민 건강 지킴이로 자리매김


의료취약
시간대인 평일 아침 만성질환자 중심의 조기진료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임산부, 영유아,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과 직장인의
보건소 이용 편의제공
▼
건강형평성 제고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04

33

맞춤형 사전예약진료제

보건소를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장기치료, 만성질환 주민들에게 1:1의 충분한 진료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사전예약진료제를 실시하여 이용만족도 증진

『광진건강한마당』개최

■

●


구민들이
현장에서 각종 검진 및 건강상담은 물론 건강관련 각종 정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강박람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 - 2013년 5월(예정) 서울 동화축제와 병행 실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34 Ⅰ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문화도시

>>구민건강증진 프로그램
■

금연사업 추진
●

●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절주사업
●

●

■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 실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단속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 : 15,000명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청소년 건강매점 및 아침밥 클럽 운영
●

●


건강매점
운영
-과
 일제품 공급체계 지원, 위생 관리 및 고열량 식품 취급금지 모니터링
굿모닝 아침밥클럽 운영
-아
 침밥을 거를 우려가 큰 취약계층 학생 50명 대상 고영양 간편식 제공 및
주1회 영양교육 실시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청소년 건강가꾸기
●

■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사업
●

●

●

학생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 교육 : 초·중·고등학교 8,000명
지역주민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 교육 : 성인 1,500명
성인 비만교실 : BMI 25 이상인 구민 250명 대상 주1회 8주 과정
영양개선· 비만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

특정 질환 관리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만성신부전증 외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가
 정에서 치료중인 재가암환자에게 완화의료 서비스 등 통합,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치료부담 완화로 삶의 질 향상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

관내 초·중·고등학교(10개교) 대상 청소년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등과 관련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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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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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강화 수중 운동교실 운영
●

■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

●

●

■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 대상 관절유연성과 근력 강화운동 프로그램 운영,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 만 60세 이상 관절염 환자 대상 년 44주, 주2회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및 응급 입원, 적극적 사례관리 및 등록서비스,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청소년 정신질환 고위험군과 ADHD 아동의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 인식변화 등을 포괄하는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건강조사
●

●

기 간 : 2013년 3월 ~ 2014년 4월
내 용 : 광진구 거주 표본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919명의 건강실태에 대하여 건강지표 조사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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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사업
●

●

●

●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교육 실시, 구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강화 - 총 8,200명 교육 수료 목표


Let's Play 신체활동 늘리기
●

●

●

미취학 어린이 튼튼교실 운영 : 보육시설 어린이 (5~7세)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4~5학년
성인 건강운동교실 운영
- 주2회 보건소 등록 만성질환 교육수료자 (보건의료과 협조)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

미취학어린이 건강생활실천교육 : 관내 30개 어린이집 원아 대상
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 초·중·고 44개교 중 참여희망 학교
지역주민 공개 건강강좌 : 월 1회 및 분기별 1회 (총16회 실시)
생애주기별 건강지도자 교육(150명), 지역사회 확산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각종 생활보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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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사업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

●

●

■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

■

방문간호 : 대상자별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지역자원연계
허약노인 사례관리 : 허약노인 집중관리 운동, 기후관련건강관리 (폭염, 한파)
재가암 환자 관리 및 호스피스 간호

광진실버건강대학 외 2개 프로그램 총 146회 운영
지역자원 연계 건강관리 (건강보험공단 등 5개소)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 주치의 사업
●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주치의를 맺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진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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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05

39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만들기 사업

■

●

●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

●

●

■

환자 조기발견사업 : 다중장소 캠페인 및 지역행사시 혈압 등 측정
심뇌혈관질환예방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아토피 관리학교(안심)운영 :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공개강좌 및 어린이집 방문교육
취약계층 방문 아토피예방 지원사업 : 아토피 예방물품 및 검진비 등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

대사증후군관리센터(2개소) 및‘대사증후군 이동검진’운영 등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 : 목표수검율 43%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연간 330명 대상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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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
●

●

●

■

감염병 발생유행·감시 체계 구축 (의료기관 등 31개소 모니터링)
비상방역체계 및 역학조사반(1개반 7명) 운영
구민대상 감염병 예방교육·홍보 (6,000명)

법정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
●

●

결핵관리사업 : 결핵환자 발견·관리 및 검진비 지원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에이즈(AIDS)·성매개질환 예방관리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

조리 및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대책 추진
●

●

●

■

식중독 안전대책 : 집중관리업소 257개소 점검 및 관련 교육
유통식품 안전관리 :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식품원산지표시제 정착, 축산물 취급업소 점검 및 안전성 검사 실시

음식점 수준 향상 및 특화 육성, 테마 음식점 개발
모범음식점 관리 및 맛집 멋집 활성화
“삼삼한”건강음식점 운영
-짠
 맛과 음식의 양을 소비자가 메뉴판을 통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음식점
지정·운영 → 지정목표 : 총 918개소 중 180개소

●

●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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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 구민 한가족 건강걷기대회
●

■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

취미·생활체육교실 운영
●

■

광진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연합회의 각종 대회참여 예산 지원
- 지원규모 : 185,200천원 / 년


일반이
선호하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건강증진 및
생활활력소 제공 (어린이 축구, 여성 축구, 청소년 풋살, 농구, 마라톤,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

공공체육시설물 신설 및 체육시설물 최적 관리
체육시설물 최적 관리

●

공공체육센터 노후 시설 보수 및 정비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대회 개최 및 건강체크코너 설치, 운영
- 년 1회, 어린이대공원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생활체육 활성화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03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공교육이 명품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01_공교육 수준 향상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
●
●
●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명품 공교육 환경조성
주5일 수업에 따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세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02_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
●
●
●

서울동화축제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문화재 복원 및 보호

03_참여와 자치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04_구민과 소통하는 생활중심 현장행정
●
●

고객 만족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공감과 소통의 현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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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교육 수준 향상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

으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 총 2,000백만원
●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

■


초·중·고교
및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을 높여 교육경쟁력 강화
- 85개교(유치원 39, 초·중·고 44, 기타 2) 대상 지원

대상 : 19개 공립초등학교 전학년, 11개 중학교 1, 2학년
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운영비 등 지원 (급식비 총 2,582백만원)

우수 농축산물, 친환경쌀 보조금 지원
●

●

중·고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지원 (121백만원)
초등학교 친환경 쌀 보조금 지원 (166백만원)

>>명품 공교육 환경조성
■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

■

광진구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

■


초·중·고교
등 대상으로 강사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코디맘,
재료비 등 지원 (총 지원규모 : 660백만원)


관내
취약계층 모범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 미래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발굴 육성 (설립년도 : 1996년 10월 16일)
- 2013년 운용목표 : 10,000천원 모금, 48,600천원(27명)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시스템 운영
●

관내 초·중학교 학생 500명 대상 인터넷을 통해 원어민 1명과 수강생 4명이 동시학습
(기간 : 2013년 4월 ~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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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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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에 따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신나는 광진 토요 프로그램 운영
●

●

■

대 상 : 초·중·고등학생 30,000여 명
운영프로그램 : 교과, 특기적성, 체험학습, 예·체능 등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발표대회 개최 지원
●

●

시 기 : 2013년 9월 ~ 10월
내 용 : 댄스, 합창, 악기공연 등 학교별 방과후 프로그램 경연 및 시상 (최우수상 등 10개 학교)

「교과서 속 음악회」운영

■

●

■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나루아트센터에서 해설이 있는 클래식공연 관람
-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음악을 주제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2013년 6 ·10월 년 2회, 총 360명)

우리고장 체험 광진탐방교실 운영
●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 나루아트센터, 보건소 등
광진구 내 시설물 견학 (2013년 4월 ~ 11월)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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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즐거움”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지원

■

●

■

광진구(교육지원과)에 등록된 동아리 대상, 공모·선정을 통해 활동비
지원 (2013년 7개 동아리 7백만원 지원 목표)

광진 시니어아카데미 운영

 퇴직자, 노인들의 전문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세 이상 광진구 거주
주민 대상 도시원예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기간 : 2013년 8월 ~ 10월 년 1회, 12주 과정)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세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

천원의 행복“광나루 아카데미”운영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건강, 자기계발 등 일반교양 등을 주제로
한 명사특강 실시 (2013년 4월 ~ 11월(년 8회), 광진구청 대강당)
●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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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배우는 기쁨”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

■

●


■

광진 인문학 산책
●


■

세종한글교육센터 등 성인문해사업 실시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3년 5월 ~ 12월, 년간 45,000천원 지원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위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역사, 문학, 철학, 탐방 등 맞춤형 인문소양강좌 운영

스피치 시민대학 운영
●


이 시대에 공통 화두인 소통능력 개발을 위해 자기표현 및 소통능력 향상 교육 운영 (2013년 3월 ~ 5월, 구민 50여명 대상)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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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구민 정보화 교육 실시
●

●

■

기 간 : 2013년 3월 ~ 12월
장 소 : 정보화교육센터, 아차산 정보화교육장, 구청 전산교육장
내 용 : 컴퓨터기초, 엑셀, 포토샵, 인터넷 등 12개 정규과정 및 스마트기기, SNS 활용 등 2개 특별과정

구립도서관 운영

●

광진구 구립도서관 현황
위치

시설규모

좌석수

아차산로78길 90
뚝섬로26길 58

지하2층 / 지상5층

1,295석

동주민센터 1층
도서관동 2·3층

92석
259석

동주민센터 3층

60석

자양제4동 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구의3동 도서관
●

●

●

■

쾌적한 구립도서관 이용환경 구축 : 도서확충, 시설개선 등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야간운영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 지원 : 3개소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

능동로 433
강변역로 17

대 상 :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비고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도서관명
광진정보 도서관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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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서울동화축제 콘텐츠 개발
■

세계를 향한 상상의 장(場)‘2013 서울동화축제’개최
●

●

■

글로벌「동화나라 공화국」운영

●

■


동화를
주제로 한 상상속의 공화국 조성, 동화나라 광진의 이미지를 통한 관광브랜드
개발 및 동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어린이대공원과
능동로 아트로드를 중심으로 동화를 주제로 한 상상력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관광마케팅을 통한 컬처노믹스 실현
기간 / 장소 : 2013년 4월 26일(금) ~ 4월 29일(월) - 4일간 / 어린이대공원 등
프로그램 콘텐츠 : 전시·공연·학술·체험 및 각종 이벤트 등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02

51

벤처창업지원센터 키즈산업 유치
●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임대 만료에 따른 신규입주 업체를 키즈산업 등 동화관련 업종으로 특화
→ 2015년까지 8개업체 이상 입주 목표로 추진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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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축제 개최
■

아차산 해맞이 축제
●

■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아차산에서 구민의 소망을 담은 해맞이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 (매년 1월 1일 07:00, 아차산 해맞이 광장)

구민과 함께하는 광나루 어울마당
●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지역축제로 일체감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전시, 아트마켓 등 개최 (2013년 10월 중, 광진광장 및 능동로아트로드 일대)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광진아트마켓“아름다운 장날”운영
지역사회 생활예술가들의 창작수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써, 창작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생활현장
가까운 곳에서 예술품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일 시 : 2013년 4월 ~ 10월 까지
장 소 : 광진광장, 아차산공원 등
내용
- 상시 아트마켓 운영 : 매주 토요일 13:00~ 18:00
- 테마가 있는“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운영 : 연 7회 운영
●

●

●

일상 속 열린 문화예술공연 개최
주민들이
문화체험
일시:
장소:
●

●

일상과 가까운 공간에서 문화적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여 다양한
기회 제공
매주 토요일 10:00∼18:00
아차산 토요한마당 상설무대, 광진광장, 긴고랑 체육공원 등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

53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54 Ⅰ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문화도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

제15회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개최
●

●

●

●

■

제18회 광진 예술작가 초대전 개최
●

●

●

●

■

기 간 : 2013년 10월 ~ 11월
공모내용 : 밝고 아름답게 웃는 모습의 사진으로 국내외 미발표작
작품규격 : 지정규격의 흑백·칼라/필름·디지털사진
주 최 : 광진구 (주관 : 광진구사진작가협회)

기 간 : 2013년 10월 중
장 소 : 광진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전시내용 : 동양화, 서양화, 서예, 공예, 사진 등 관내 예술작가의
창작 작품 전시
주 관 : 광진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역문화환경 육성을 위한 광진문화원 지원
●

●

●

문화강좌 운영비 보조금 분기별 지원 : 총 130백만원
문화학교운영 및 문화원 육성지원 : 보조금 교부시 지원
청소년문예대전, 전통성년례 등 문화원 각종행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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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립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 광진구립여성합창단, 광진구립청소년합창단
●

●

광나루 아차산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

●

■

역사문화교실 및 역사문화투어 실시 - 2013년 2월 ~ 12월
발굴조사 체험교실 프로그램 진행 - 2013년 3월 ~ 11월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 멘토링
-관
 내 장애인,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
 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에게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 무료 공연관람 기회 제공 (문화바우처 사업)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년1회 정기연주회 및 년 2회 이상 각종 합창경연 참가
년2회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단원 발굴·확보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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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 복원 및 보호
■

홍련봉 보루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
●

●

■

아차산성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

■

기 간 : 2012년 7월 ~ 2014년 10월
내 용 : 발굴조사 완료 후 실시설계 및 복원공사 실시

아차산성 서벽 미복원 구간, 내부 건물지 등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복원 추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 활용
●

●

상부암 석불입상, 도정궁 경원당 :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화양동 느티나무, 순명비 유강원 석물 : 관리 및 긴급보수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참여와 자치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

체계적인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현장 반상회”운영
●

■


구정
주요현안 또는 민원의 현장에서 이웃과 구청 부서 관계자가
참여하여 구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반상회 운영

자치회관 현장평가 워크샵
●

15개 자치회관 대상 전문가 초빙 교육 및 실질적인 피드백을 위한
컨설팅 실시 (2013년 6월 중)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토대구축
- 교육 및 홍보, 의제발굴, 민관협력체계 구축
1동 1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발굴·지원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03

57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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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구민과 소통하는 생활중심 현장행정
>>고객 만족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

●

●

■

행정안전부「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획득
●

■

목표점수 : 2013년 850점 → 2015년 이후 950점까지 상향

구민이 행복한 직원 친절서비스 강화
●

■

직원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CS교육 실시
민원처리 3S(신속성, 표준화, 만족도) 운동 생활화 추진
일과시간외 야간민원창구 운영 (매주 목요일 18:00 ~ 20:00)

친절마일리지제, 전화 및 방문점검 강화, 직원친절교육 확대 등

다양한 민원편의 증진 시책 추진
●

●

●

민원처리스피드 지수 향상 추진
2013년 구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2013년 3월 ~ 5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내실화 추진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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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공감과 소통의 현장 행정
고충민원 효율적 관리로 불만족 최소화
●

●

●

■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
●

●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

●

■

시 기 : 매월 2·4주 화요일 14:00 ∼ 16:00, 구청장실
내 용 : 사전 신청에 의하여 선정된 주요시책·갈등·분쟁 민원 등 의견청취, 중재 및 해결방안 모색

주민불편사항 365일 환경순찰제 운영 : 평일순찰, 공휴일순찰, 테마순찰
조기 순찰 및 현장 민원실 운영
- 조기순찰 : 주 2회 관내 주요도로 및 지하철역 주변 불편사항 적출·처리
- 주간 현장민원실 운영 : 동별 방문 주요 고충민원 현장접수, 처리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

클린신고센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등 부패예방시스템 운영 강화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민원 특성별로 전문화된 유형별 맞춤형 고충민원처리체계 구축
민원의 조기 해결 및 갈등요소 사전 예방을 위한 효율적 업무협조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내실화
민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개선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04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

“아차산 등산로를 활용한
아차산둘레길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01_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만들기
●
●
●

도심 속 생태 숲 보존
쾌적한 마을공원 만들기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

02_저탄소 녹색 성장, 친환경 도시 조성
●
●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03_재해 없는 안전 광진
●
●
●
●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 구축
건축물 수해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최적의 수해예방시스템 운영
민간건축물 안전도 향상

04_보행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
●
●
●

교통특구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
도로시설 확충을 통한 교통난 해소
품격 있는 선진교통문화 조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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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만들기
>>도심 속 생태 숲 보존
■

아차산 둘레길 조성
●

●

■

아차산 ~ 용마산을 연결하는 다양한 걷기코스를 개발
둘레길 총연장 33㎞ (숲길 9㎞, 하천길 11.6㎞, 마을길 12.4㎞)

아차산 산불예방 스프링클러 설치
●

아차산 내 취약지역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산불 예방 및 생태녹지 보호 (2012년 8월 ~ 2013년 6월, 총 6개소 설치)

>>쾌적한 마을공원 만들기
■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만들기
●

정말어린이공원 등 관내 8개소의 노후 놀이시설물 교체, 고무칩 포장, 안전검사 등 환경개선 공사 실시
(기간 : 2013년 1월 ~ 10월)

용마도시자연공원(아차산배수지 내) 노후시설 보수·정비

■

●

노후시설 포장 및 보수, 산책로조성, 수목식재, 조합놀이대 및 체육시설설치, 위험수목정비 등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0월
- 위 치 : 천호대로 717-18 (구의동) 일대(아차산 배수지지구) - 8,990㎡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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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원내 소음해소를 위한 경고방송 스피커 설치
●

해오름공원 등 소음민원이 많은 공원 9개소에 소란행위 방지를 위한
원격작동 경고방송장치 설치 (2013년 1월 ~ 6월)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

●

●

■

도시시설물 녹화사업 추진
●

●

동부간선도로 변 벽면 녹화 (2013년 1월 ∼ 7월)
- 덩굴식물 식재, 미관 개선 및 먼지 저감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2013년 1월 ∼ 6월)
- 향토수종 수목 식재, 녹시율 개선 (2,400㎡)
옥상녹화로 친환경 Green 건축물 건립
-건
 물 신축 시 건축물의 외관과 어울리는 옥상에 조경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토록 유도

매실나무 나눠주기 추진
●

관내 생활주변 자투리땅, 주택가 공지 등 대상으로 신청주민에게
매실나무, 부엽토 등을 제공, 식재하여 미관 개선 (2013년 4월 중)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

자투리공간 텃밭 조성 및 소규모 옥상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및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실천 지원
도시농부학교 운영 지원 등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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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도시 조성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그린시티 광진」
을 위한 EM(유용한 미생물)활성화 사업 추진

■

●

●

●

■

EM배양 및 발효액 보급 : 월 1회 이상 (년 8회-40톤)
EM발효액을 활용한 주택가 골목길 및 상가 악취저감을 위한 도로 물청소 실시
EM발효액 전문기관에 성분 검사 후 품질인증 및 상표등록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한 사업 추진
「에너지 다이어트」
사업 추진
-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 50% 증가한 가정 및 상가중
희망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문 진단서비스 제공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
저탄소 친환경 건축을 위한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그린리더 양성교육 확대 : 총 2회 100명
고효율 도로조명등(LED) 개선사업

●

●

●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노후 보관대 교체 및 신설 (200대)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이웃사랑 나눔운동
- 무단 방치자전거 수거 및 수리·정비하여 저소득층 무상 제공 (제공목표 : 100대)

●

●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

대규모 정비사업 석면피해 ZERO화 추진
●

■

청정 광진 T/F시스템 구축
●

먼지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물청소
●

■

쓰레기의 다량발생 취약시기별 비상수거체계 가동


작업시간 : 간선도로 (24시~06시), 이면도로 (09시~18시)


쓰레기 ZERO화 추진
●

철저한 분리배출, 자원화 및 감량화를 통한 쓰레기 제로화로 선진청소행정 구현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대형공사장 석면철거 시 폐석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환경단체·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시시스템 운영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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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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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해 없는 안전 광진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 구축
「구의문 주차장 저류조」설치공사

■

●

●

■


사업기간
: 2012년 3월 ∼ 2013년 5월

사업규모
: 저류용량 16,000톤 (폭 40m, 연장 70m, 깊이 9.8m)

2010년 9월 침수지역 해소사업
능동(군자역), 화양동 주변 지역의 하수관 처리용량 확대

사업기간
: 2011년 9월 ~ 2013년 6월

사업규모
: 하수관거 개량 D=450~▣, 2.5×2.0m, L=2,263m
●

●

■

중곡동 긴고랑길 및 군자동 세종대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
●

●

■


위
치 : 중곡동 62-17~520-2(긴고랑길), L=1,373m
군자동 100-5~130-8 구간, L=689m

내 용 : 20년 이상 노후 하수암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보수·보강

관내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


중곡동
150번지 외 8개소, 하수관 정비(비굴착)
- D=900mm~1,200mm, L=2,052m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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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

■


기
간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2015년 완료예정 사업)

내 용 : 자양 1·3·4동, 화양동 일대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 2013년 추진계획 : 4, 5공구, D300mm~▣ 3.0m×2.0m, L=3km

구의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

●

기 간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2015년 완료예정 사업)

내
용 : 구의 1·2동, 자양 1·2·3동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2013년 추진계획 : 1, 2, 3공구, D300mm~▣5.8m×3.0m, L=3.1km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건축물 수해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대형건축물 빗물저수조 설치
●

■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 신축 시 빗물저수조 설치 유도
- 집중호우 및 우기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침수 피해를 최소화
- 건물의 청소용수, 조경용수로 활용하여 절수효과

신축건물 지하층 차수판 설치
●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의무설치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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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수해예방시스템 운영
■

수해예방시설 관리 최적화
●

●

■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육갑문 포함) 18개소 44문에 대하여 우기 전 민관합동점검 및 시운전 실시

구의배수문
외 10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실시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기 간 : 2013년 2월 ∼ 5월

내
용 : 빗물펌프장 사전가동에 필요한 하수유입량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민간건축물 안전도 향상
■

노후조적조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진단) 실시
●

■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는 소규모 노후 조적조 주택 대상 건축사 무료안전진단서비스 제공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

●

관리대상시설 : 318개소 (재난취약시설물 50개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주 등 신청에 의한
무료 안전점검(진단) 서비스 제공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보행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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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전국 최초 교통특구 지정·운영(2011년 9월 21일)을 통한 소음,
매연, 사고 없는
‘3無’실현으로 선진화된 생활교통 환경 조성
●

●

●

교통약자를 위한『보행우선구역』조성사업 추진
2011년 국토해양부“보행우선구역”조성사업 공모결과,
‘교통특구’
내 구남초등학교 주변이 선정,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
●

●


추진기간
: 2012년 6월 ~ 2013년 10월

추진내용
: 보·차도 분리시설, 속도 저감시설, 점자블럭 설치,
쉼터 조성 등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추진기간
: 2011년 9월 21일 ~ 2014년 12월 31일

구
간 : 강변역 주변

주요사업
- 보행우선구역 조성
- 다목적기능 버스승강장 설치
- 교통특구 협의회 운영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교통특구 지정·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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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기능 승강장 설치
교통특구 버스정류장 내에 서울시 최초로 다목적 기능 승강장 설치

냉·난방공조시스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편의시설 등 (2013년 상반기중 설치)
●

■

교통특구 협의회 운영
●

●

교통특구 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과 전문 기술자문 등 민간과 공공기관간 협력업무 수행
구 성 : 관계 기관, 학계, 교통전문가, 민간 단체, 운수 사업자 등 15명 이내


>>도로시설 확충을 통한 교통난 해소
■

천호대로 확장공사
●

●

●

●

■

기

위

내

규


간
치
용
모

:
:
:
:

2007년 3월 ∼ 2014년 2월 (계속사업)
아차산역 ∼ 광나루역 (구의동 58-15호 ∼ 광장동 388-10호간)
천호대로 미확장 잔여구간 확장공사 진행
B=28→50m (6차로→10차로), L=900m (지하차도 580m)

영화사길 도로확장공사
●

●

●

●

기

위

내

규


간
치
용
모

:
:
:
:

2009년 12월∼ 2014년 12월 (계속사업)
영화사길 (구의동 57-25 ∼ 54-26)
상습정체구간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B=10m→20m, L=65m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

노후화된 교통표지판 교체 및 정비
파손, 탈색 및 표시내용 오류 여부 등 일제점검 및 정비
도로표지판 186개소, 교통안전시설물 5,391개소 및 노면표시물
●

■

마을버스 고객서비스 향상대책 추진
●

●

광진어린이『교통기자단』운영 활성화
●


특화된
교통안전 교육 및 취재와 교통기자단 체험활동을 통한
교통정책 반영 - 관내 22개 초등학교 4∼5명 내외, 총120명 참여 목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 등 시설정비 : 2013년 3월 ∼ 4월
운수종사자 서비스평가 실시 (상반기 6월 중)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품격 있는 선진교통문화 조성

71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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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을 위한“자동차무상점검서비스”시행
●

■

배달용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
●

■

10인승 이하 자동차 대상 차량 무상점검 및 일부 와이퍼, 전구 등
소모품 무상교체 (년 2회 휴가철, 추석절 실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 2013년 4월~11월 기간 중 총 3,000여명 대상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각종
홍보용품 제작·활용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 강화
- 교통유발 시설물(건물) 4개소 및 차량 1,000대 참여 목표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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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립
●

●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보수·보강 공사
●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3년 12월
위 치 : 구의2동 30-9 외 총 7필지
규 모 : 자주식주차장 104면 (지하 1층, 지상 2층 3단)


대 상 : 화양동공영주차장 등 보강필요 공영주차장 4개소


2013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
●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형주차장 조성
●

■

주택가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형주차장 조성 제공


근린·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추진
●

●

건물주, 학교장 등 시설주가 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시설공사와 요금 징수 대행
추진목표 : 50면 이상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담장·대문 철거 주차 면 조성, 도로 등 부대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목표 : 40동 60주차면 조성
■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05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자생력을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01_명품도시 광진 만들기, 도시발전 프로젝트
●
●
●
●
●
●
●
●
●
●
●

권역별 도시계획사업 추진 현황
중곡역 일대 복합개발을 통한 전략거점지역 육성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군자역 일대 생활권 중심지 구축
동일로 주변 도시 개발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통한 생활권중심지 구축
건대역∼구의역∼강변역 지식산업벨트 구축
한강 수변지역(구의·자양) 개발계획 수립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복합개발 추진
미가로 주변 도시발전계획 수립

02_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

노후주택 재건축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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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품도시 광진 만들기, 도시발전 프로젝트
>>권역별 도시계획사업 추진 현황
■

■

광진구 재정비 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단위 : ㎥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군자역지구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자양지구

건대입구역
지구

아차산역
지구

면적

385,340

114,030

313,692

76,255

126,152

203,579

127,126

중곡역 일대 복합개발을 통한 전략거점지역 육성
국립서울병원부지의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과 중곡역 주변의 복합개발을 통한 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
위치 / 면적 : 중곡동 30번지 일대(중곡역 주변) / 392,337㎡
●

<국립서울병원부지 개발계획: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
▶ 국립정신건강연구원·임상센터 ⇒ 약 915억원, 12층, 44,143㎡
▶ 의료행정타운·바이오센터 ⇒ 약 2,950억원, 21층, 1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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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IT·업무·행정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구역별 개발 추진으로 업무복합도시 조성
●

●

●

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의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기반시설 확보 및 낙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개발촉진
●

●

●


위치
/ 면적 : 구의동 254번지 일대 / 128,229㎡

기
간 : 2012년 3월 ~ 2013년 12월

내
용:
- 구의사거리 교차로구조개선, 광나루로와 자양로 확장
- 용도지역상향, 기반시설계획, 밀도계획, 배후주거지 개발계획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


추진기간
: 2011년 ∼ 2020년

구
역 수 : 총 26개소(면적 : 385,340㎡)

촉진구역
7개소(면적 : 137,903㎡), 존치정비구역 3개소, 존치관리구역 16개소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78 Ⅰ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문화도시

■

군자역 일대 생활권 중심지 구축
군자역 주변 환승역세권 개발을 통해 동북권 성장을 선도하는 금융·정보·업무 등 광역서비스
산업 중심의 복합타운을 조성, 지역생활권 중심지 구축
●

●

■

위 치 : 군자역 주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114,030㎡)
사업내용 : 군자역 생활권중심지 복합개발 추진


동일로 주변 도시 개발
강남북을 연결하는 동일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개발하여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
●

●

●

■

위 치 : 동일로(자양동∼중곡동) 173,914㎡
도시계획 : 제 2·3종 일반주거지역
추진내용 : 입지여건 분석, 설문조사 및 도시발전계획(안) 수립 (2013년 12월)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통한 생활권중심지 구축
잠실대교 북단일대와 광나루역일대를 관광·판매·비지니스 등 생활권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
●

●

●

●

■


위

면

기

내

치
적
간
용

:
:
:
:

광장동 242-8일대(광나루역), 자양동 677일대(잠실대교북단)
115,261㎡ (광나루역 : 39,461㎡, 잠실대교북단 : 75,800㎡)
2012년 2월 ~ 2013년 12월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설치계획,밀도계획

건대역∼구의역∼강변역 지식산업벨트 구축
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을 연결하는 IT·BT 등 지식산업벨트구축하여 생산활동인구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
●

●


위
치 : 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 (542,947㎡)

추진계획
- 건대입구역지구 : 지식산업(IT·BT·특허·의료 등) 개발 본격화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 촉진지역과 존치지역내 IT·BT업종 입주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 판매·업무·IT·BT업종 입주 유도

2013 광진구 주요업무계획Ⅰ

한강 수변지역(구의·자양) 개발계획 수립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의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한강변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변 배후지의 체계적 개발 유도
●

●

●

■

위 치 : 자양동 57번지 일대 (뚝섬길 남측 일대)

면
적 : 70만㎡
추진계획 : 자양한양아파트 정비계획(안) 결정요청 (서울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복합개발 추진

●

●

위치 / 면적 : 구의동 546-1외 1필지 / 36,704㎡
사업규모 : 지하 5층 / 지상 40층 / 연면적 276,593㎡


미가로 주변 도시발전계획 수립
우리구 대표적 먹거리인 미가로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종합 개발
장기간 미개발된 체육시설부지에『친환경 체육공원』
을 조성, 주민숙원사업 해소
●

●


위
치 : 광진구 아차산로 586 일대 32필지 26,803㎡

내 용 : 토지보상, 부지조성 등 세부개발방안 추진 (예산확보 229억원)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


위치
/ 면적 : 구의동 미가로 일대 / 93,200㎡

기
간 : 2013년 1월 ~ 2014년 6월

내
용 :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밀도계획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노후한 동서울터미널 시설 현대화 및 판매·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강변역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 도모

■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

79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80 Ⅰ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문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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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노후주택 재건축
■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자양
1구역 (노룬산시장주변) 주택 재건축

구의
1구역 (구의시장주변) 주택 재건축

자양아파트
재건축

중곡아파트
재건축

광장동
유천빌라 재건축

광장동
극동빌라 재건축

●

●

●

●

●

●

■

재개발·재건축 구청 주도로 정비사업 추진
사업주체의 이해관계 및 주민 내부갈등에 좌우되던 정비사업을 구청이 주도하여
공공관리를 통해 투명성·안정성을 강화하고 구민 혜택 증진

주택정비사업
절차단축, 정비사업의 공익과 사익간 조화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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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
●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85㎡이하 노후·불량주택 대상 호당 최대 120백만원까지
장기 저리의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

노후아파트 재건축 시 친환경 단지로 개량 할 수 있는“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을 권장하
고 관련 행정지원 강화
- 대 상 : 관내 15년 경과 노후아파트 (41개 단지 약 15,600세대)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광진구 8대 관광명소
Top 8 Tourist Attractions
동화세상의 메카

어린이대공원

The mecca of a fairytale world - Seoul Children’s Grand Park

서울에서 가장먼저 해가 뜨는곳

아차산

The first place to see the sunrise in Seoul - Mt. Achasan

한강의 복합문화 공간

뚝섬유원지

Complex cultural space at Han River Park - Ddukseom Resort

삶의 이야기와 향기가 배어 있는

자양·중곡·노룬산 전통시장
The real-life stories in the traditional market Jayang, Junggok, Norunsan traditional market

벚꽃과 단풍이 철마다 펼쳐지는지는

워커힐 길

The place to watch the cherry blossoms, admiring the fall foliage
- Walkerhill - gil Road

옛 광나루와 연결된 다리

광나루 리버뷰8번가

The bridge connected to the Old Gwangnaru Gwangnaru Riverview 8st Avenue

호수와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건대앞 문화의 거리

The manmade lake & the youthful, energetic street KonKuk Univ. Street of Culture

IT세상과 하늘공원이 자리한

테크노마트

The Urban Landmark, including the IT world and Sky Park Techno Mart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록한 본 책자는 광진구 공직자의 비전 및 정책 공유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수록된 내용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