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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08 구정성과

 2008 구정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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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구정운  평가결과

1 남동구청장 2008 대한민국 최고의 목민관상 대상 수상 2008.12월
한국경제매거진, 
한경비즈니스

2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추진 유공 우수기관 2008.12월 행정안전부

3 여성공무원정책 점검 우수기관 (전국 5위) 2008.11월 행정안전부

4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2008.12월 보건복지부

5 금연사업발전대회 우수보건소 (인천시 대표) 2008.12월 보건복지부

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전문건설업 발전 공로 표창 2009. 2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7 군․구 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간 (3년 연속) 2008.12월 인천광역시

8 인천세계도시축전 대시민 홍보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9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10 범시민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추진 최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11 주요시책 추진상황 이행실태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12 지방세 징수실적 및 징수율제고 평가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13 긴급복구지원 129기동반운  추진평가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14 공공근로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15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평가 최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16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17 환경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18 위생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19 지역경제활성화 시책평가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20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평가 최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21 도로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2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23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24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평가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25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26 보건행정 종합 추진실태 평가 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27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최우수기관 2008.11월 인천광역시

28 급성 전염병관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2008.12월 인천광역시

29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우수기관(전국 4위) 2009. 2월 농림수산식품부

30 200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2009. 4월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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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구정운  성과

1. 도시경쟁  강 를  진 행 시스  축 습니다.

   시장방문 및 구청장 동 주민센터 순회방문 구민과의 화 

: 2,788명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 : 주민자치 홍보관 및 동아리 

경연 회 개최

   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운  : 구월1동 외 11개 동 주민

센터

   범구민 나라사랑운동 전개 : 가로기 꽂이  정비(529개), 

동별 태극기시범거리 운

   여권업무 개시(2008.4.22) 및 전자여권 발급제도 시행

   중요기록물 자료관 D/B 구축 : 770,000면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 125개 민원사무(평균 31% 단축)

   구민정보화 교육 : 구청교육(430명), 사이버교육(485명)

   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웹방화벽 구축 및 행정정보통합시스템 보강

   지방세 총력 징수 : 목표액 비 107.3% 징수(334,076백만원)

   납세편의시책 추진 :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전자납부, SMS문자발송 등

   지방세 전문상담관 운 (매일) 및 전문세무사 초청 세무상담(매주 목요일)

   논현2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추진(논현동 603-5) 및 구청광장 민원인용 주차장 보수

   공직자 친절마인드 확립 : 친절도 평가(3회), 친절사내강사 위촉(4명), 고객만족서비스 교육(9회)

2.  는 지역경  회복  우  추진 습니다.

   재래시장(3개소) 경 선진화 : 상인축제, 전통시장 

     Family Day 운

   모래내시장 주차장 및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진 : 

2009년 하반기 준공예정

   지역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물가모니터요원 운

   공공부문 조기발주 및 집행 : 97개 사업 47,264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34개사 /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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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22개사 / 20억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18개사)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7개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해외규격인증(35개사), 산업기술(10개사), 산업재산권(33개사)

   우수기업인 초청 구정설명회, 기업지원 성과보고회, 기업체 현장방문(8개사)

   기업체 초청 지방세 합동설명회 개최 : 남동공단 소재 중소기업 300개 업체

   농가소득 안정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141개소), 친환경 비료․농자재 지원(1,023농가)

   축산환경 개선 지원(19농가), 가축방역(6,000두), 유기동물 보호․관리(588두)

3. 불어 께 나 는 망  복지사회를 습니다.

   제8회 남동복지한마당 및 제10회 이웃사랑 열린음악회 개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11,897명),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출 추천(150건)

   저소득가정 후원 및 결연연계 지원(478건) 및 129긴급복

지 지원(204건)

   취약계층 자활사업장 운 (22개소 / 284명), 공공근로사업

(4회 / 244명)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채용(179명), 장애

인세상보여주기(176명) 등

   취업정보센터 상설운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2회 / 750명 참여)

   노인복지회관 증축, 만수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기초노령연금 지급(월 19,500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월 500명)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월 230명), 노노홈케어 사업(월68명)

   주귀국 사할린 동포 및 새터민 지원 (1,141명)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집기 및 운동기구 지원(65개소)

   국내 최초 부자보호시설『아담채』운 (20세  / 59명)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 (16명),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 (4개소), 한부모 가족 지원(979세 )

   청소년 동아리축제(1회), 문화 체험캠프(147명), 청소년공부방 지원(5개소)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11,658명)

   공립보육시설 확충 : 제비어린이집 외 2개소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 19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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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경비보조금 지원(23개학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발굴 지원(15개 기관)

   남동초등사이버스쿨운 (32개교/1,500명)

4. 민 삶  질 향상   맞춤  건강증진사업   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215명)

   암표지자 검사(1,553명) 및 패키지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

공(7,557명) 

   가정내 불용약 수거(484건) 및 친환경 방역소독(423회) 실

시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검사(55,219건) 및 전염병 예방 홍보

켐페인․교육 실시(17회) 

   인플루엔자 발생 방지 : 만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23,976명)

   주민 걷기동아리, 청소년 양․절주교육 캠페인 실시

   금연클리닉 운 (3,575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사업(340회) 실시

   임산부 지원(3,068명) 불임부부 지원(86명), 예비부모 건강검진(100쌍)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5,293가구), 한방진료실(8,645명)

   치매센터(51명) 운

   정신건강증진센터(62명) 운 ,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사업 추진(823명) 등

5. 참여   ․ ․체  를 실 습니다.

   제8회 인천소래포구축제 개최 : 110만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남동구 풍물단(41명) 창단

   남동구 여성합창단『제5회 휘센 합창페스티벌』금상 수상

   구민 서예백일장 및 구민 글짓기 회 개최(405명 참여)

   인천지역 최초 남동구 리틀야구단 창단(32명)

   제6회 남동구민 건강마라톤 회 개최(3,000명)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 회 개최(12개 종목 11,350명)

   남동구청 육상경기부(7명) 및 유소년 축구단(23명) 운

   남동수 장 인수 및 남동국민체육센터 위탁운 (월2,500명), 공공체육시설 관리(28개소)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 국외(2개 도시), 국내(3개 도시)

   중국 성양구 청소년 홈스테이(양국 각 15명) 및 문화예술 교류전(2008.4.25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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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성양구 교환공무원 파견(양국 각 1명) - 기업체 및 유관기관 동향관리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경진 회 개최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179개소)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연락골 추어마을 외 3개소), 좋은식단 전시회 및 캠페인(3회)

   국민다소비식품 안정성 검사 강화(387건) 및 식품생산자 실명제(240개소)

6. 쾌 고 끗  청 도시『Clean 남동』  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신축 및 주민홍보관 운 (주민, 사회단체 

등 1,000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  및 음식물감량 10․10운동 

활성화(418개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양심거울(56개소) 및 취약지 중점

관리(180개소 / 86.8톤 정비)

  『일제 청소의 날』지속 추진 : 동별 월1회 이상(355개소 97톤 정비)

   도로환경미화원 구간별 청소구역 실명제(138명) 및 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도 시행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 일제정비(590건) 

   범시민 참여 캠페인 전개(6회 / 13,508명)

   좋은간판 전시회(관람인원 5,000여명 참가)

   버스승강  정비(18개소) 및 세척(182개소)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지도점검 : 다중이용시설 44개소 / 신축공동주택 8개소

   사업장 방치폐기물 제로화 추진(21,250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통합점검(499개소)

   남동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164개소)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12개사)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 (12개 사업장 / 7,630㎞)

7. 자연과 께 는 푸른남동, 경 녹색도시를 습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34,828㎡) 

   남동공단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12,007.2㎡)

   공원 및 시설녹지(조경) 유지관리(254개소)

   새골어린이공원 외 2개 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환경정비

   중앙가로녹지(호구포길 외 4개 노선), 학교생태숲(담방초

등학교 외 4개소) 조성

   걷고 싶은 거리(소래길 외 1개 노선), 테마녹색길(소래길 외 1개 노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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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생육환경 개선(구월로, 남동로), 생활권주변 쉼터 조성(1개소)

   시청앞 미래광장, 물사랑 정원, 소래길 및 시계 녹지  유지관리

   소래산 등산로 정비(1㎞), 산림병해충 방제(180ha), 조림사업(거머리산 경관조림 1ha)

   숲가꾸기 사업(소래산, 경신산 천연림 보육 60ha),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거머리산)

   산불방지 종합 책 추진(산불전문예방진화  15명, 주민홍보 방송기기 설치)

8. 21  인천  심도시, 남동 新도시를 건 습니다.

   간석주공재건축 사업 완료 : 2,432세  입주(2008.2월)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 장수, 서창, 도림지구

   노후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 간석2구역 외 12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향촌(2001~2010), 

     간석(2003~2011), 우재(2003~2011)

   도시개발사업 추진 : 논현2택지(2002~2008), 소래․논현

(2004~2010), 고잔(2007~2010)

   도로개설 : 4개 노선(L=1,943m, B=6~10m)

   주간선도로 정비 : 인주로 외 18개 노선(11.4㎞)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인도정비공사 외 14건), 볼라드 정비공사(95개소)

   부적합가로등 정비(134본), 노후․부적합 보안등 정비(220개소)

   장수천․승기천 유지관리(5.41㎞) 및 침수피해지역 하수관 정비(71,204m)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18개 단지)

   공동주택 야간경관 조명 설치(8개 단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지원(4개단지 / 229면)

   주택가 Green Parking 사업(8가구 / 11면)

   불법 주․정차 단속(82,000건),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860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석촌초등학교 외 9개 학교

   버스승강  신규설치(10개소) 및 버스승강  세척 등 보수 정비(19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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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09 구정계획

 

 2009 주요업무계획

1. 구민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

2.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확대로 지역경제 회복

3. 더불어 함께 나누는 생산적 복지공동체 구현

4. 아름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의 청정도시 건설

5. 삶의 여유와 행복 추구의 문화체육 활성화

6. 수준 높은 교육환경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

7.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품격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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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
   1. 창의과 실용의 구정운 으로 경쟁력 제고

   2. 고객만족과 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실현

   3.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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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와 실용의 구정운영으로 경쟁력 제고

  구민편의의 정책 개발과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선도하는『일류행정의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선진 자치경 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구정의 주요정책 성과 관리체계 구축과 구민과의 정책공감  형성

     • 주요사업, 공약․지시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정기보고회 개최【분기1회】  

     • 정책간담회 개최【연2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  활성화【분기1회】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남동구 도시브랜드』개발

     ➥ 브랜드 디자인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도시브랜드 개발

   부서별 성과 자체평가 제도 및 목표관리제(4급이상) 운

   중요 기록물 자료관 D/B 구축(900,000면)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인프라 구축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2009. 2월】

   효율적인 조직운 을 위한 자체 직무분석, 기구조정【2009. 5월, 11월】

 창의와 실용을 추구하는 인사행정 추진

   부서별『핵심업무 보직관리제』운

     ➥ 공약사항, PM사업, 형예산사업 등 전문성․업무역량 적격자 선정

   상시적․자기주도적 학습체제 운 (교육훈련 이수 의무제)

   6급 이상 관리자 민간기업 위탁교육(변화를 주도할 전략적․기업형 리더십 

     함양)

 맑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공직자 청렴의식 특별 소양교육【2009.10월】

   청렴IQ 자율진단【연1회】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운 【연중】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재산형성과정 소명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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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표창 및 인센티브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여가․휴양시설 제공

   부서별 체육행사 지원, 휴게실, 양질의 구내식당, 직장내 보육시설 운

2  고객만족과 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실현

  언제나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과 행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친절한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구민체감형 행정서비스 개선

   전직원 고객만족 서비스 함양교육【연2회】및 전문 직무교육 편성

   Best mind 아침방송 운 , 역동적인 테마방송실 운

   친절 사내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위탁교육(5명)

   친절체감도 점검 : 자가친절도, 전화친절도 점검 및 민행정서비스 모니

터링 등

   친절공무원(분기별 1명) 및 친절 우수부서(연말 3개 부서) 선정 인센티브 

지급

   구민응 요령 매뉴얼 핸드북 제작【2009.2월】

 신속한 처리, 편리한 이용을 위한 U-종합민원실 구축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 운  : 인천시청 2 , 구청 2

   One-Stop 토털 민원발급 서비스 운 (16종)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시스템 도입 운  : 구월동 외 9개 동 주민센터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  :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인감 발급 장 전산화 및 민원발급수수료 신용카드결제 추진

   민원접수․처리결과 휴 폰 문자전송서비스(SMS) 실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처리기간 단축(10일➡3일) 및 여권발급 택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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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민원서비스 공간 제공

   동 주민센터 신축

     • 논현2동 주민센터 신축 : 논현동 603-5【2009.6월 준공예정】

     •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 만수동 80-516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2개소), 구청사 도장공사 및 천정재 복원공사

     •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및 민원실 환경 개선

       (구월1동 외 13개 동 주민센터)

3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구민의 생각과 의견을 구정에 반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구민과의 다양한 대화채널 마련

   구청장 동 순회방문, 시장방문 구민과의 화

   민간인 참여 정책자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  활성화

   사이버 참여마당 운  : 홈페이지『구민의 소리』,『주민참여예산방』

 구정참여 기회 제공

   구민과 구정의 가교자로서의 통․반장 역할 강화

     • 리더십강화 워크숍, 으뜸 통․반장 선발, 소양교육, 우리구 가꾸기운동 추진 

등

   범구민 나라사랑 실천운동 전개 (확인)

     • 100% 국기달기운동 지속 전개, 동별 태극기 시범거리 활성화

     • 나라사랑 주제 문화행사 추진(글짓기, 그림그리기, 동아리 경연 회 등)

   부업 학생 운 【연2회 / 80명】, 구민 명예감사관제 운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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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 : 소래포구축제 행사와 연계

     ➥ 동별 주민자치센터 홍보관(체험관) 운  및 동아리 경연 회 개최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 확

   주민자치센터 교차 비교견학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터넷 현금 수증 발급제도 시행

     (http://taxadmin.dacom.net)

 구정홍보 역량 강화

   자체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 홍보 : 구 홈페이지, 남동마당, 남동사람들, 

구정백서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체계 구축

     • 신문사(40개사), 방송사(ICN,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 기획보도,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 행정예고, 지역소식, 주요행사, 기고 등

  『남동구 20년사』발간 : 남동문화원 위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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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확대로 지역경제 회복
   1.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활성화 시책추진

   2.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3. 지방재정 운 의 투명성⋅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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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활성화시책 추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여유로운 삶을 위할 수 있는 활기찬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

   공공예산 조기집행을 위한『Closing 10』시행 : 281개 사업 97,233백만원

   SOC 투자사업 조기 발주 : 15개 사업 16,077백만원

   기업인 초청 구정설명회【연1회】및 지방세 합동설명회․간담회 개최【연3회】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 물가안정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물가모니터링 운 (17명),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역업체 수주기회 제고 : 일반공사 70억원, 전문공사 6억원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재래시장 경 화 선진 사업(구월시장 외 3개소)

     •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시장연계 이벤트 및 홍보, 공동쿠폰 발행

     • 상인 의식혁신 교육 : 시장발전전문가 초빙 강연, 상인 학, 상품진열관리 

등

   전통(재래)시장 Family Day 운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설현 화 사업 추진

     •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 : 1,019.3㎡(56면)【2009.하반기】

     •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 : L=376m, B=8m【2009.7월】

 취업취약계층의 자립능력 배양

   취업정보센터 상설 운

     • 전문 직업상담사 상주근무 

     • 취업알선 및 취업 후 경력개발, 진로상담 강화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연2회 /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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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강화 : 직업훈련생 선발(60명) 

   건전한 취업알선을 위한 직업소개소 관리(50개소)【분기1회】

   자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배양

     • 20개 자활사업단(구직  4개 사업단, 민간위탁 16개 사업단) / 295명

   부업 학생 운 (연2회 / 80명), 공공근로사업 추진(연4회 / 40여개 사업장 

/ 260명)

2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해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기반 구축

   중소기업 경 안정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연 70억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연 20억원)

     •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실시, 우수기업인 표창(월2명), 공산품 전시장 

운 (구청내 85㎡)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20개사), 해외 유명박람회 단체참가 지원(20

개사)

     • 해외박람회․전시회 개별참가 지원(20개사),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20개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20개사), 산업기술 지원(20개사)

     •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80개사)

     • 인하 자동차동력계부품 지역혁신센터(RIC) 사업 지원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안전관리

   가스시설 안전관리

     • 공급시설 안전점검 :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등 22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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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가스 소형탱크저장시설(250개소) 및 재래시장 LP가스 사용시설 안전

관리 실태조사

   도시가스 보급 확  : 배관연장 5,453m, 정압기 1  추가설치, 보급세 수 

4,206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 석유판매업소 합동단속(주유소 등 88개소),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단속, 

판매자 교육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캠페인, 홍보물 배포(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도시민과 상생하는 활기찬 농업 육성

   농가 소득안정 도모

     •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확  지원 : 162개소(국․공립 63개소, 사립 

99개소)

     • 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 지원(1,030농가), 못자리인공상토 공급사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 도시근교농업 시설 지원(6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2농가)

   친환경 축산 지원 : 소․돼지․닭 사육농가 악취제거제(740㎏), 톱밥(365톤)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6,000두),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활동 강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단속(5,871개소)

   어민수매 쓰레기처리사업(285톤), 불법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3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증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 과 한층 강화된 재정자립기반을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구민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풍요로운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자치재정 기반 구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479억원(12.6% 증액), 세외수입 960억원(9.2% 감액) 총력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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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 : 과세자료 일제정비, 세무조사 강화 

     •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10,000여호)

     • 기업 세무상담 강화(주1회➡주2회), 중소기업 상 지방세 설명회․간담회 

개최【연3회】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전 직원 개인별 책임징수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다각적인 행정규제

   구민 납세편의 시책 추진

     •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정착,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용 확

     • 세외수입 전자납부시스템 운 , 모바일 SMS 세정정보 서비스 실시

 지방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

   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 운

     • 재정 투․융자 심사 확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 운 【2009.4월~10월】

     • 재정분석․진단, 공시 및 예산편성과정의 주민공개【2009.8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 편성

     •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 최우선 배분

     •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 : 국고보조금, 재원조정특별

교부금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화 : 재무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공시

    【2009.1월~8월】

   국․공유재산의 가치증 를 위한 재산관리기법 도입 - 재산관리 전문프로그램 

도입 등

 계약의 공정성 확보

   조달시스템(G2B)과 연계한 전자계약 추진 :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둥

   발주계획 사전 공개 : 공사 3천만원, 용역 2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계약심의 위원회 운  : 공사 50억원, 용역․물품 10억원 이상

   공사이행 주민참여 감독제 운  : 3천만원~1억원 이하의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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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함께 나누는
 생산적 복지공동체 구현
   1. 구민과 함께하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2. 노인과 여성을 위한 행복서비스 제공

   3.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증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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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따뜻한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종합사회복지관(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3개소), 호국보훈단체(7개 단체) 

운  지원

   논현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국․시비 확보 노력(89억원)

   저소득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 (16억원)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

     •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가족봉사단, 독거노인 멘토

링제

     • 동별 자원봉사센터 운 ,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36명) : 2009 남동복지한마당 개최, 민 ․ 관협력 

네트워크 워크숍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 운 , 후원 및 결연연계 

지원

   129 긴급복지 지원사업 : 129복지콜센터 운  및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

   학원가 1% 사랑나눔 활동 전개 : 저소득층 자녀와 학원결연(동별 2명)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관리(13,550명)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15,600명) 및 수급자격 일제조사【연2회】

   복지 상자 통합조사 : 현장위주의 생활실태 조사 강화

   생업자금(2천만원 이하) 및 전세자금(80,000만원 이하) 융자 상자 추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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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정 자녀 희망 학습지 지원(40명), 저소득가정 신입생 교복 지원

(40명)

   자활사업 추진(295명), 공공근로사업(260명) 및 고욕촉진훈련(60명) 실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  지원(남동장애인복지관 외 10개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확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운 【2009.상반기】

     •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추진(17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추진(10명)

     •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180명), 휠체어마라톤 회(연1회), 생활신문 보급

(1,754세 ) 등

2  노인과 여성을 위한 행복서비스 제공

  노인과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모든 세 가 조화를 이루는 편안한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도모

     • 기초노령연금 지급(월 23,000명), 결식우려 노인급식 지원(월 1,310명)

     • 목욕비 지원(1,100명), 건강진단 지원(70명), 소액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900명)

     •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월 56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월 500명)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월 230명), 노노홈케어 사업(월 68명)

     • 노인인력관리센터 운 , 고령화 비 셋째아 이상 자녀출산․입양장려금 지원

(330명)

      • 어르신을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송달제도 시행 - 만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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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운 지원 및 기능보강

   노인여가복지시설 운  지원 및 환경 개선

     • 노인복지관(1개소), 경로당(145개소)

     • 노인 학(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5개소)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 무궁채 노인요양시설 신축 : 수산동 45-3 (1,452㎡ / 지하1층, 지상3층)

     • 구세군 남동평강의 마을 장비보강 : 물리치료기기 등 67개 품목

     • 초도요양원 장비보강 : 물리치료기기 등 103개 품목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 인천 YWCA 재가노인센터 장비보강 : 물리치료기기 등 108개 품목

 여성․가족이 평등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

   여성 문화사업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여성주간 기념행사【2009.7월】, 여성아카데미(20회), 양성평등 의식교

육(32회)

     • 건전가요 노래교실 운 (300명 / 24회),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공연(6회 

/ 3,000명)

     •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 (18명), 한부모가족 돌보미(4명)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1,300세 ) : 자녀학비, 양육비, 중고생 

교복비 등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 가정․성폭력상담소 운 (4개소), 여성지도자 리더쉽향상 워크숍(40명)

   부자보호시설『아담채』운  및 지원(20세  / 59명)

3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증진 시스템 구축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고품격 의료서비스,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등 

구민을 위한 건강지킴이로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건강한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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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지자 검사(9종) 및 패키지형 건강검진(최  15종), 여성건강검진(2종) 

서비스 제공

   국가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400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230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

     ➥ 8주 프로그램 운 , 걷기동아리, 청소년 건강교실, 가족 양지킴이 

상담실 운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 (미취학 어린이, 부모 2,00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 (2개 학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10,000명) : 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및 방문 양

상담 등

   한방진료실 운 (7,500명), 치매센터 운 (21명), 건강증진센터 운 (새희망

병원 / 70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2,200명),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816명)

   금연클리닉 운 , 고혈압․당뇨 순회교육(사업장 10개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산부․ 유아의 건강증진

   임산부 및 유아 보충 양관리 사업 : 양교육 및 보충식품 가정배달(150명)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사랑교실, 예비부모 건강검진, 불임부부 지원 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4,300명)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697명)

 의료기관의 지도 관리 강화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도매업소 지도관리 : 707개 업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전개 : 캠페인 및 마약류취급업소 단속

   가정내 불용약 수거 : 불용약, 유통기관 경과 의약품 수거 및 위탁처리

 전염병의 예방과 감시체계 확립

   친환경 방역소독의 확

     • 방역취약지 재조사, 자율방역단 구성 운 (17개동), 모기유충서식지 및 

유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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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방역 강화, 소독업소 및 의무 상시설 관리강화(정화조, 지하실 방역)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  : 의료기관, 약국, 집단급식시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 역학조사,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보균

검사 등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 전개 : 전염병정보 사이트 안내, 홍보동 상 상  등

     ➥ 학교 집단결핵 발생 비 예방교육 확 (30개 학교 ➡ 63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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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의 청정도시 건설
   1.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2. 품격있고 조화로운 명품도시 조성

   3.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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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구민에게 건강과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사람과 자연이 생활 속에서 공존하는 푸른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공원․녹지 조성

   도심속 Well-being 공원 만들기

     • 주적체육공원 조성【2009년~2010.11월】: 도림동 413-1 일원 / 35,282㎡

     •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5,418㎡

     • 공원 환경정비 사업 : 담방문화근린공원 외 5개소

     •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 골마루공원 외 3개소

   십정녹지 조성【2008년~2009년】 : 간석동 762-2 일원 / 3,750㎡

   공원 및 시설녹지, 조경 등 유지관리(254개소)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푸른 도시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 사업

     • 도시숲 조성 : 소래산(생태체험학습장, 휴식시설, 큰나무 식재 등)

     • 숲가꾸기 사업(만월산, 철마산, 오봉산), 조림사업(만수동 산107번지 외 

1개소)

   등산로 정비(소래산, 듬배산 일원 3㎞) 및 소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산불방지 종합 책 추진 : 관내 산림 1,402ha

     ➥ 산불방지종합상황실 운 (봄철, 가을철 150일간), 산불전문예방진화  

운 (40명)

   산림병해충 방제 : 산림병해충 예찰원 운 (3명), 병해충 방제(300ha)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도시녹화 사업

     • 중앙가로녹지 조성(무네미길 외 6개 노선)

     • 걷고 싶은 거리 조성(문화회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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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녹색길 조성(남동로, 인주로) 

     • 학교생태숲 조성(남촌초등학교 외 4개 학교)

     • 생활권주변 쉼터 조성(성리길)

     • 수목생육환경 개선(호구포길 외 1개 노선)

     •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남동구청 외 8개소), 민간 옥상녹화(5개소)

     •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5개소), 인주로 가로화단 정비, 중앙녹지 안전시

설물 설치 등

   녹지 및 가로수 유지 관리

     • 녹지․가로수 관리(3개 권역), 시청앞 미래광장 및 물사랑정원․실개천 유지

관리

     • 소래길, 시계녹지  잔디관리, 가로수 병해충 방제, 가로수 보식 및 전지

2  품격있고 조화로운 명품도시 조성

  맑은 공기와 쓰레기 없는 거리, 기능과 아름다움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

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한 명품도시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명품도시」조성 도시환경 일제정비

   환경순찰반 운  : 가로환경순찰반, 불법광고물 정비단 등

   환경정비 상 전수조사 실시 : 취약지 및 낙후지역 집중 정비

   범구민 참여 캠페인 전개【월1회】, 일제 청소의 날 운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

     • 무인 감시카메라 확  운 (24 ➡44 ), 청소취약지 중점관리(1일 1회 

이상 현장순찰)

     • 쓰레기 일제정비의 날(월1회), 도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실명제 지속 추진

(132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2009.5월】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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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선별장 주민홍보관 운  : 관내 중, 고등학생 등 청소년 현장체험

     •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폐형광등, 폐건전지 집중수거 강화(수거전담반 

2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 공동주택 가구별 감량기기 설치 추진(1,000세 ), 공동주택 10․10운동 

활성화(214개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점검 강화(722개소), 자원화시설 위탁운

 오염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지하역사 등 64개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 100세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 중․소형 학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비산먼지발생 및 특정공사 사업장 점검 강화(282개소)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  : 12개 사업장 참여 / 소래길 등 7개 노선 청소

     (36.6㎞)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3개 지구), 중앙공원길 Visual City 경관 조성

   2009 우수간판 전시회 개최, 간판문화개선 범구민 캠페인 전개

   노후된 도시 공공시설 광고물 재 디자인 사업 : 아치 및 시계 구정홍보물 등

3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

  인천경제의 거점인 남동공단의 환경관리 강화와 가로환경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기업하기 좋은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540개소) 및 실무자 교육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12개소) : 신규설치 5천만원, 시설개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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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방치폐기물 제로화 추진

     ➥ 방치폐기물 실태조사(37개소), 환경순찰(주1회 이상) 및 사업장 정기 점검

(분기1회)

   환경오염행위 통합점검 실시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개 이상인 사업장(418개소) : 위반업소명단 

인터넷 공개

   Eco-Friendly Factory 조성사업

     ➥ 공장외벽, 방지시설 등에 담장벽화 및 도색, 사업장내 수목식재, 친환경 

담장 개선

 공단내 자연친화적 공원․녹지 관리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 : 공원 6개소(240,111㎡) / 완충녹지 5개소

(150,932㎡)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 : 가로수 32개 노선 9,033본 / 가로변녹지 9개 

노선 75,652㎡

      ➥ 가로변 녹지 및 수목 제초, 병해충 방제, 수벽전정, 가로수 이식 및 

식재 등

    공원화장실 관리(7개소) : 이용객 편의를 위한 청결유지 관리

    가로변 녹지  보호 경계석 설치 : 남동로 및 앵고개길 가로변 녹지

(깬돌 2,000개)

    남동공단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2009.2월~6월】

      ➥ 논현동 445번지 /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 본부석, 스탠드 정비 등

 쾌적한 공단 가로환경 조성

    공단환경 집중 정비의 날 운 (월1회 이상)

      ➥ 녹지 , 승기천변 무단방치 쓰레기 정비, 불법현수막, 벽보, 노상적치물 

정비

    도시기반시설 수시 정비 

      ➥ 도로경계석, 집수받이 뚜껑, 하수관, 이면도로 등(900m)

    공단내 집수받이 준설공사 : 토사, 오물 등으로 막힌 집수받이 준설

(1,200개소)

    공단내 집수받이 개․보수공사 : 파손 및 불량 집수받이 개․보수(50개소)

    공단내 가로등 정비 : 가로등 선로 정비(L=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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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여유와 행복추구의
 문화체육 활성화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2. 『스포츠도시 - 남동구』브랜딩화

   3.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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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삶의 향기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온 

구민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 제8회 서예백일장 및 구민 글짓기 회, 종합문예지『남동문예』발간

     •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제3회 정기연주회【2009.7월】

     • 여성합창단 전국 합창경연 회 참가【2009.9월】및 제8회 정기연주회

【2009.11월】

     • 남동구 풍물단 제1회 정기공연【2009.9월】

   문화예술단체 지원(남동문화원, 남동구문화예술회), 문화재 보존관리(논현

포  외 5개소)

   문화기반시설 건립【2009년~2010년】: 남동문화회관, 소래역사관

 소래포구축제의 위상 강화

   제9회 소래포구축제 개최【2009.10월중】

     ➥ 소래포구축제 광장 및 소래습지생태공원 (예상참여인원 100만명)

   소래포구아줌마선발 회, 소래포구노래자랑 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

회 등

   소래포구축제 홈페이지(www.soraefestival.net), 축제추진위원회, 홍보

사절단 운

   소래포구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 소래어시장 공중화장실 

외 2개소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국내외 자매도시간 방문 및 문화예술․체육 상호 교류

     • 국내(3개 도시) : 강원도 정선군, 충남 보령시, 인천 백령면

     • 국외(2개 도시) : 중국 청도시 성양구, 중국 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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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성양구 교환공무원 파견 및『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운

    【2009. 7월】

   국외 어권 선진도시 자매결연사업 추진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개최 지원

   홍보물 이용 집중홍보 및 축제분위기 조성

     • 간부공무원과 학교 간 도시축전 홍보 협력체제 구축(32개교)

     • 도로변 배너기, 홍보탑 및 꽃탑 설치, 꽃길조성 등

   소래포구축제와 도시축전 연계 추진

     • 셔틀버스 운행 및 홍보부스 확  운 , 도시축전 연계프로그램 5개 운

2 「스포츠 도시 - 남동구」브랜딩화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를 선도하는『스포츠 도시』남동구가 되겠습

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정비․확충

     •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1호) 시설 및 가로등 정비

     •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2,4호) 조명등 설치, 담방테니스장 조명탑 설치

     • 남동공단근린공원, 반원어린이공원,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제3호) 체력

단련기구 설치

     • 간석4동 우성(아) 체육시설 보수, 논현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사업 

지원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체육광장 등 28개소)

   남동국민체육센터 위탁 운  : 도시관리공단 / 16개 프로그램 운

   남동수 장 및 전망타워 위탁 운  : 도시관리공단 / 수 장 및 전망 , 

레스토랑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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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  : 20개 종목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  : 아담노인 학 외 2개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 총 6명(전일제 4, 어르신전담 1, 클럽지도자 1)

 우수체육인 육성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  : 육상부(여자) / 1개팀(9명)

   남동구청 유소년 축구단 운  : 1개팀(35명)

   남동구청 리틀야구단 운  : 1개팀(32명)

     ➥ KBO, SK와이번스 등 유기적 협력체제 유지

 생활체육대회 추진 및 지원

   구민생활체육 회 개최【2009.4월】: 전야제, 걷기 회, 축하공연 등 / 

     15,000명 참가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 회 개최【연중】: 20개 종목

   제7회 남동구민 건강마라톤 회 개최【2009.10월】: 2,000명 참가

   인천시민생활체육 회 지원【2009.10월】: 15개 종목

   각종 체육인, 행사, 회 등 지원 : 전국(장애인)체전 및 체육행사

3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로 구민과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맛있는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특성화사업 추진

   제8회『맛으로 소문난 집』요리 경연 회 개최【2009.10월】

     • 15개소 선정 / 무료시식 이벤트, 좋은 시강 홍보관, 건강상담관 등 프로

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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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사업 지원 : 문예길 음식문화1번가, 연락골 추어마을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 신규지정(30개소), 기존업소 재심사(150개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전시회 개최 : 남동구청, 백화점, 역사 등

     ➥ 좋은식단 모형, 음식문화 개선 판넬(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등 22종) 

전시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관리(30개소)

   손씻는 시설 지원 : 5개소(세면기, 수도시설, 거울, 종이타월 지원 등)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시

     ➥ 식품생산자 실명제 홍보, 실천업소에 스티커, 앞치마 등 제작배부(480

개소)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소(483개소), 식품제조 ․ 가공업소 위생관리(176개소) 

지도점검

   국민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 초등학교 주변,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집중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1,687개소)

     • 집단급식소, 뷔페․ 형음식점, 하절기식품 취급업소, 소형식품 접객업소

     • 식중독균 간이검사 실시 : 100개소( 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

   집단급식소 칼 소독기 지원(100개소)

   재래시장 위생관리 : 창 시장(식품취급업소 40개소) 위생용품 지원, 교육

홍보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10개 업종 / 1,457개소)

     ➥ 시설기준 및 업자 준수사항, 불법 업행위 단속, 실내공기질 측정 등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2개 업종 / 376개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8명)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항 계도, 공중위생법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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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높은 교육환경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
   1. 평생학습문화 조성 및 공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2.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보호

   3. 첨단 디지털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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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학습문화 조성 및 공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선진형 평생학습문화 조성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인프라 구축 등 미래를 준비하는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학습 종합정보지 등 발간배부 : 평생학습 기관현황 및 프로그램 소개

     (4,000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발굴 운 지원 : 4개 분야 15개 프로그램

     ➥ 다문화 및 외국인 등 소외계층 지원, 지역특화, 평생학습진흥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사이버 학습프로그램 운

     ➥ 교과목별 학습지도(민간 행 인터넷 학습 지원) : 초등학생 300명

 구민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 500여명 (일반․실버반 운 )

     ➥ 교육과정 : 컴퓨터기초, 한글2005, 엑셀2003, 홈페이지 제작, 파워

포인트2003

   사이버 정보화교육 연계로 교육효과 증  :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누리꾼

     ➥ 교육과정 : window xp 외 24개 과정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기반 구축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 중, 고, 특수학교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초등 어 체육교실 지원 / 1,182백만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응투자비 지원

     • 5년간 총 10억원 지원【2007년~2011년】

     • 2009년 상학교 : 만수 1,3,4,6동 유치원, 초, 중학교 (20개 학교)

     • 학교 교육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지원 및 저소득층 학생 프로그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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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확  지원(162개소)

   학교생태숲(Green School Zone) 조성 : 남촌초등학교 외 4개 학교(6,910㎡)

     ➥ 학교운동장 및 유휴지 활용 생태숲 조성

2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보호

  아동복지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미래의 주역으로 키워나가는 든든한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

   동아리축제 및 그림그리기 회(1회) 개최

   문화 체험캠프(4회) 개최 : 전통예절교육, 천문 캠프, 레포츠체험캠프 등

   청소년 이용시설 운 (2개소), 청소년 길거리 농구 회(1회), 청소년 축구

회(1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15개 동아리),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및 아동 복지 증진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40명), 청소년 공부방 운  지원(9개소)

   청소년 보호 캠페인(1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월 2회)

   아동급식 지원(1,700명), 요보호아동발달지원계좌(CDA) 운 (83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운  지원(38개소),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120명)

   소년․소녀가장 지원(128명), 국내입양사업 지원(208명)

 보육시설 운  지원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유아 보육료 지원 확  : 법정 저소득층 및 저소득 아동(10,100명)

   보육시설 운 비 지원(277개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4,362명)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및 종사자(60개소 / 

3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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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연장 미지원 보육시설 운 비 지원(250명)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19개소)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1,700명)

 공보육 기반 확충

   공립보육시설 확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공립시설 미설치지역(2개소 / 

637백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 공립 및 민간(가정) 보육시설 기능 보강(258개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 : 독서도우미 주1회 파견, 1:1 독서지도

(1,100명)

   민간보육시설 보육장비비 지원 : 안전용품, 급식용품, 사무용품 등(140개소)

   보육시설 시설장 워크숍 개최【2009. 상반기】(100명)

  『e-보육』전산교육 운 【연2회】: 외부 전문강사 위탁교육

3  첨단 디지털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구축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효율적 운 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등 IT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첨단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활용․연계 중심의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포털시스템 활성화 추진

     ➥ 통합민원증명 발급시스템 보급, 행정포털시스템 기능 개선

   업무 효율성 증 를 위한 노후컴퓨터 교체【167 】및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원활한 홈페이지 운  및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보강

   정품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행정지원S/W 구입 지원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등 12종, 전산교육장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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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사이버침해 응센터』구축 

     • 위협관리(TMS), 통합보안관리(ESM) 시스템 도입

     • 사이버침해 상황을 탐지, 응하기 위한 시와 중앙과의 연계 구축

   전자정부 민서비스(민원)의 보안수준 실태 및 취약점 파악 후 보안 책 강구

   웹사이트내 주민번호 등 개인 고유 식별번호(I-PIN) 보호 책 강화

     ➥ 웹사이트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암호화 중점 추진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책 강화 노력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향상

     • 신축 건축물의『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및『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강화

     •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 및 선진화 충족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증설

     • 광전송장비 297식, 광케이블 포설(52㎞) / 998,800천원

     • 방범용 CCTV와 연계한 고품질 상서비스 제공과 U-city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활용

   방범용 CCTV 확  설치【2008.10월~2009.6월】

     • 취약지 281개소 / 26억원(감시카메라, 관제센터 서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등)

     • 남동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경찰관 상주 근무(장수치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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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품격도시 구축
   1.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쾌적한  新 주거도시 조성

   2.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3. 선진 대중교통 문화 정착과 주차공간 확충

   4.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안전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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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쾌적한 新 주거도시 조성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으로 

미래도시의 꿈을 실현하는 품격 있는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개발사업 추진

   논현(2)택지개발사업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15,398호 건립【2009. 상반기 

준공예정】

   서창(2)택지개발사업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14,345호 건립【2012. 12월 

준공예정】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 공동주택 12,855호 건립【2010. 12월 준공예정】

   고잔도시개발사업 : 공동주택 594호 건립【2010. 11월 준공예정】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 장수(185,245㎡), 서창(428,267㎡), 도림(155,990㎡) 

지구

 대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향촌구역 : 만수2․3동 80,110 일원(203,425㎡) / 3,639호 건립【2010. 12월 

준공예정】

   간석구역 : 간석3동 2234 일원(79,507㎡) / 1,313호 건립【2011. 12월 준공

예정】

   우재구역 : 구월3동 179 일원(8,184㎡) / 120호 건립【2011. 6월 준공

예정】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11개 구역 / 895,200㎡)

     • 간석2구역, 간석성락(아)구역, 간석초교구역, 백운주택1구역

     • 삼희(아)일원구역, 연와마을구역, 십정5구역

     • 토단지구역, 상인천초교구역, 우신구역, 구월삼보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1개 구역 / 22,000㎡) : 한진(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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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있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다양하고 특색있는 건축물 신축 유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내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모델(안) 가이드라인 제시

   공동주택 야간경관 조성 : 기존(8개소), 신규(소래․논현지구내 공동주택 단지 

2개소)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제정【2009. 2월】

   10년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4억원)

2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도로, 하수 등 도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살기 좋은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운연지구 순환도로,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 고잔동 소1-2호선 도로

   경신지구(소2-1호선, 소3-1호선) 도로, 도림1지구(소3-1호선) 도로

   연락골지구(소3-1호선) 도로, 동녘지구(소3-1호선) 도로, 남발촌지구

(소2-1호선) 도로

   만의골지구(소2-1호선)도로, 냉정지구(소2-1호선) 도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 도림2지구 연결도로(숯골길) 확포장

   개발제한구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림2․3지구 도로 확․포장

     (L=638m, B=6m)

   자전거도로 순환네트워크 구축【2009.1월~5월】

     ➥ 장수천변~소래선 정비(L=0.8㎞, B=2m) / 장수천변~9공수 입구

        (L=0.8㎞, B=2m)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 25㎞ (市 도로과)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 인도 등 시설물 정비 사업

   간석지하차도 및 인천 공원 지하차도 보수, 시청앞 주변도로 가로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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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4동 만수주공안길 외 11개소 인도정비, 구월4동 성심길 외 8개소 도로

재포장

   자전거도로 정비(인주로, 비류길), 도로구조물 정비(교량, 육교, 표지판 등 

경관 개선)

   볼라드 설치 및 정비, 간석4동 이화육교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 공사 등

   조명시설 사업 : 가로등 신설 및 부적합 가로등․보안등 정비

   새주소 재정비 및 고시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새주소 DB 구축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및 하천․연안 정비

   하수관로 정비

     • 동녘1수문 하스박스 연결공사, 남동로 전재울삼거리 일원 우수관 매설공사

     • 구월동 삼보아파트옆 하수관 매설공사

     • 간석역 일원 외 1개소 하수박스 준설공사

     •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250개소), 관내 하수도 준설(L=4,000m), 맨홀정비

(L=200개소)

   하천 유지관리(장수천, 승기천) : 쓰레기처리 및 잡초제거 등(L=11.61㎞, 

B=60~100m)

   연안시설물 유지 관리 : 소래아치 도색, 소래어시장 일원 휀스 정비 등

   하수관거 정비 임 형 민자사업(BTL) 시행(市 사업) : 남동구(남동산업단지 2단지), 

연수구 일원(21.1㎞)

3  선진 대중교통문화 정착과 주차 공간 확충

  수요자 중심의 중교통서비스 제공과 주택가 주차문제 해소 등 보다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열심히 뛰는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선진 대중교통문화 기틀 마련

   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리

     • 버스승강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10개소), 버스승강  정비 및 세척

(연3회)



제1부 구정현황

     _ 밝은미래 푸른도시 살기좋은 남동구104

     • 불합리한 버스정류장 개선 : 교통환경과 도로여건에 부합하는 버스정류장 

개선

   빠르고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신설

     • 한화지구 입주전 버스노선 및 정류장 사전협의

     • 남동구 경유 신설노선(8개 노선), 수요자 이용중심의 불합리한 버스노선 

조정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단속,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및 불법자동차 단속 : 일제정리 기간 운 (연2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논곡초등학교 등 5개 학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

   주택가 공 주차장 설치

     • 간석1동 508-36 일원 : 30면(80㎡) / 만수5동 881 뗏마루공원 : 32면

(1,491.6㎡)

     • 만수5동 922 만수어린이공원 : 50면(1,658.4㎡)

     • 도림동 237(제1주차장) : 10면(400㎡) / 도림동 525-5(제2주차장) : 34면

(550㎡)

     • 논현동(2택지 3주차장) : 50면(1,434㎡) / 논현동(2택지 5주차장) : 50면

(1,439㎡)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지원 : 10개 단지(200면)

   부설주차장 개발 지원 : 10개소(200면) / Green Parking 사업(20가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

     • 출․퇴근 시간 등 취약시간 , 버스전용차로, 인도, 교차로 등 취약지역 

집중 단속

     • 불법 주차계도 도우미 배치(16개 노선, 32명), 주․정차 관련 구민불편사례 

신속 해결

   주․정차 질서유지 인력확보 및 장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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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금지 단속구역 확  : 논현 신도시를 비롯한 서창․도림동지역

     • 단속인력 보강 : 6명(비전임계약직 2명, 교통서포터즈 4명)

     • 장비 확충 : 무인감시카메라, 노후 단속차량 구입, PDA 등 단속장비 확충

4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복지 실현

  구민 자율참여의 안전문화 확산과 한발 앞선 재난예방활동, 재난 처 역량 

강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교육 제공

   안전문화 홈페이지 재정비 : 유용한 재난안정정보 제공

   신속한 재난예방메시지 전파 서비스 : 농․어민, 상습침수지역, 공무원 등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및 재난 체험

     • 유아 상 : 재난안전 관련 인형극 및 마술공연

     • 초등학교 저학년 상 : 재난안전관련 체험 글짓기 및 교육후기 공모전

   남동새싹 민방위교실 운 【분기별 5회】

     •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민방위 체험실기 실습장 활용

     •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별 처요령, 소화기사용법, 기도폐쇄 처치법 등 실습

   민방위 기본교육․훈련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8개소)

 재난관리기금 운 과 재난취약시설 및 수방자재 관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 : 2,123백만원

   특정관리 상 시설물 안전점검【연2회 : 740개소】

   해빙기․우기․동절기 비 건축현장 및 견실시공 수행실태 점검

   재해응급 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 비축 : PP포 , 양수기, 안전휀스, 천막 등

     • P․P마  등 수방자재 구입(10,000여점) / 노후 양수기 수리(60 )

     • 우기 비 수방장비․자재 무료 여 서비스 : 상습침수․우려 주택, 상가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 재난위험지역․시설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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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시설물 사전정비 및 관리

   남동배수펌프장 유지보수 : 배수펌프 1  수리, 변압기 교체 등

   구월배수펌프장 유지보수 : 초음파수위계 2  설치, 변압기절연유 교체

   일반수문 유지보수 : 도림2호 수문 외 7개소

   남동배수펌프장 견학 프로그램 운 【2009.5월~12월】

     ➥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 남동펌프장 및 유수지 기능 설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