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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안양시민이 곧 시장’ 입니다.

복되고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라는 민선7기 비전 선포와 함께

5대 정책비전을 밝히고, 시민과 약속한 정책비전을 차근차근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공약했던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집중하여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본격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간다면
그 어떤 역경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늘 새롭게 변화하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과 견청고언(見聽考言)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안양시민이 곧 시장’이라는 변함없는 신념으로 안양시 공직자 및 시민들과 함께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건설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019년 신년사 중에서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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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양비전

Ⅰ. 안양비전
시정 슬로건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어 정책에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며
•안양시민 누구나 정책제안을 통해 시정참여가 가능한
소통의 도시를 지향

스마트(안양)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 한 똑똑한 도시
•우리시가 지향하는 4차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함.

행복도시 안양
•언제 어디서나(스마트) 시민 누구나가 건강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지향

5대 비전

시민이 주인되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VI (Vision Identity)

행복도시 안양
•한 가족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무한을 의미하는 뫼비우스의 띠
형상으로 표현하여 도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민을
상징화 하였으며, 뫼비우스의 띠 형상 속의 ‘하트’이미지는
시민의 무한한 행복을 의미함.

시민

무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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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발전

스마트

젊음
역동

Ⅱ. 숫자로 보는 안양

Ⅱ. 숫자로 보는 안양
2019. 2. 28. 기준

| 세대 및 인구 |

222,347 574,672
세대

명

49.5%

50.5%

남자

여자

284,666명

290,006명

| 면적 |

58.48

㎢

경기도의 0.57%
※개발제한구역 30.14㎢ (51.5%)

만안구 | 36.56㎢ (62.5%)
세대

동안구 | 21.92㎢ (37.5%)

| 102,161 (45.9%)

세대

인구수 | 250,595 (43.6%)

주거지역 | 15.15㎢ (25.91%)

공업지역 | 3.23㎢ (5.52%)

| 행정조직 |
1실 3국 3관 26과

121

팀

| 본청 |
직속기관 | 2소 2과 12팀
사업소 | 5소16과 71팀

| 120,186 (54.1%)

인구수 | 324,077 (56.4%)

상업지역 | 2.21㎢ (3.78%)

녹지지역 | 37.89㎢ (64.79%)

| 공무원 |
5전문의원

3

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316

명

| 의회사무국 |
구청 | 2구 16과 77팀
동 | 31동 62팀

공무원 | 1,8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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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숫자로 보는 안양

| 학교 및 학생 수 |

| 기초생활수급자 |

170 92,830
학교

7,521 10,297

명

유치원
| 78
초등학교 | 41
중학교
| 24

세대

고등학교 | 21
대학교
| 5
특수학교 | 1

명

| 만안구 |
4,551세대 6,047명

| 기업체 |

| 동안구 |
2,970세대 4,250명

| 자동차 등록현황 |

1,877

대기업
| 4
중소기업 | 1,873

업체

※공장등록업체수

1,877
1,872
1,705

1,696

1,791

210,964

| 재정규모 |

14,507

10,953억원

억원

2015 2016 2017 2018

177,624대
8,206대
24,678대
456대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대

3,554억원

2019

일반회계

연도별 기업체 증가 추이

특별회계

| 도시기반 |

| 도로 |

398.6km
(국도 29.5km,
시도 364.3km,
지방도 4.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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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209,423호

| 상수도 |
166천톤/일

| 하수처리 |
243천톤/일

| 공원 |
183개소

(주택 보급률 94%)

(상수도 보급률 100%)

(하수도 보급률 100%)

(조성완료 128,
미조성 55)
※ 생활권공원 164,
주제공원 19

Ⅲ.
지난해
주요성과

Start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위한
희망과 의지를 담아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밑그림을 그린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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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기틀 마련
만안 현장 시장실 개소

만안 현장 시장실

•운영 : 매주 수요일 09:00~18:00, 안양아트센터 1층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만안구 관련사업 추진 시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운영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 ‘안양행복1번가’ 신설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시민정책제안게시판
‘안양행복1번가’ 구축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18.11.16)

젊고 역동적인
경제도시 조성

안양행복1번가

청년오피스 개소
•10개 청년기업 액셀러레이팅

(무료입주, 편의시설 및 비즈니스 코칭프로그램 제공)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골목상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지역화폐

청년오피스

•2종 : 5천원권, 1만원권(상시 6%, 설·추석 10% 할인)

청년정책 · 일자리정책 전담기구 신설
•청년정책관(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 신중년일자리팀, 청년일자리팀)

삶이 풍요롭고
건강한 문화도시 조성

안양사랑상품권

삼막애견공원 개장
•대형견 · 중소형견 놀이터, 주민쉼터, 주차장 등 조성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관광BI 개발 및 기념품 제작
8

삼막애견공원

온 세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맞춤형복지팀 전 동 행정복지센터 확대
인구정책 전담기구 신설
•청년정책관 (새가족정책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축
사회안전 인프라 통합운영
•범죄, 화재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U-통합상황실

민·관·경 방범 CCTV 인프라 공동활용 및 센터간 통신망 연계
•안양·과천·의왕·군포·시흥·안산·광명 등 7개 지자체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공유 및 CCTV센터간 연계

안양새물공원 조성(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전국 최초로 가동 중인 대규모 하수처리장 지하화
•체육시설, 산책로,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 속 대규모 녹지공간 조성

적외선 열감지 드론 산불감시

안양새물공원 조감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기반 형성
복합인지기술개발 착수
•안양시-한국과학기술원(KIST)-동안경찰서 복합인지기술 개발 협약

(2018. 11. 13.)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안전한 귀가 도모
中 하남성 삼문협市와 교류협약 체결

中 하남성 삼문협市와 교류협약 체결
•민·관 합동교류단 중국 삼문협市 방문 (2018. 11. 15 ~ 17.)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행정·경제·기술 등 분야 교류협력 강화

성결대학교 XR센터 개소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증강현실(AR)의 복합산실로
국내대학 캠퍼스 내 최초 개소
•XR전문가 양성, 마스터스 교육과정, XR스타터 과정 등 교육 진행
•교육콘텐츠 개발 및 협력분야 지원

성결대학교 XR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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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난해 주요성과

함께 달려온 시간,
빛나는 성과들
2018년 외부기관 수상현황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뤘습니다.

2019년 더 멋지게 활약하겠습니다.

수상 및 응모채택 현황
총 건수

125

수상

49
3 2
건

억

수상내역

평가기관

2018 지방규제혁신 유공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2018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최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억원

2018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상)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우수자체 감사기구

감사원

제8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장려상

행정안전부
생산성본부

천만원

응모채택

75
146

주요 응모채택 내용

건

10

평가분야

건

총 시상·보조금

149

주요 수상내용

사업명
억원

2018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단위 : 천원)

보조금

공모기관

12,000,00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400,000 국토교통부

재미있게 찾아가는 안양예술공원 공감사인 사업

400,000 문화체육관광부

버스정류소 안전쉘터 구축 시범사업

210,000 경기도

2018년 외부기관 수상현황

중앙기관 평가

평가분야

수상내역

주최/주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평가

장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장려상

행정안전부

2018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우수부스

여성가족부

2018년도 재난관리 평가

우수상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최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만안청소년수련관)

최우수상

2018년 전국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우수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복지분야 장려상 국토교통부

제8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장려상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우수자체 감사기구

감사원

2018년 우수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우수상

감사원

행정공동이용 우수사례 발굴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장관상)

(한국정책연구원장상)

생산성본부

(국무총리상)
최우수기관

2018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상)
장려상

2018 청소년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2018 지방규제혁신 유공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장상)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18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최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19년 3월,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

전국

7위

(기초단체 중 4위)

•대상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 기초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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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가

기타 외부기관 평가

12

평가분야

수상내역

주최/주관

2018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노력상

경기도

2018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경기도

2018년(2017년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우수상

경기도

2018년 감사우수 시책

최우수상

경기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대상

경기도

2018년 시군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경기도

겨울철(2017년~2018년) 도로제설 평가

우수상

경기도

2018년 식품위생분야 유공

장려상

경기도

2018년 에이즈 및 성병관리 유공

도지사상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도지사상

경기도

2018 계약심사 운영 평가

우수상

경기도

201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평가

우수상

경기도

2018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평가

장려상

경기도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평가

최우수상

경기도

평가분야

수상내역

주최/주관

소비자가 뽑은 영향력 있는 브랜드대상

대상

TV조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우수기관 표창

우수상

경기지방병무청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장려상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제26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장려상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제20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푸르덴셜
금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사회공원재단

2018년 제21회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우수터전

경기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수상
(경기도교육감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18년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경진대회

여성가족부 장관상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2018년 경기도청소년동아리연합회
동아리경진대회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이사장상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Ⅳ.
2019년
시정계획

Together
안양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1. 시민주도 활력도시
2. 잘 사는 경제도시
3. 따뜻한 복지도시
4. 안전한 교통도시
5. 조화로운 성장도시
6. 스마트 행복도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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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시민주도
활력도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주도 활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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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함께하는
참여도시

민주시민헌장 제정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이 주인인 안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안양 민주시민헌장 제정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주요 시정시책·현안에 관한 사항 자문,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
•분과위원회 : 3개 분과(시정혁신, 행복도시, 도시개혁) 45명
•회의 : 정기회의(매월), 분과위원회 회의(매월)

45

주민참여 원탁회의
•개최시기 : 연 2회(상·하반기)

명
시민참여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100

명

주민참여 원탁회의
1회 개최시 참여인원

•주제 : 시책개발 등 시민 의견이 필요한 분야
•대상 : 안양시민 100명(1회 개최시)
•운영방식 : 원탁별 퍼실리테이터(회의진행조력자) 토론 진행

시민 정책제안플랫폼 운영
•온라인 : “안양행복1번가” 운영(시 홈페이지 정책제안 게시판)
•오프라인 :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결과를 시정에 반영

차세대위원회 운영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양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 24세 청소년
•활동내용
- 안양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자문·평가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6개 분과위원회(일반행정, 기획경제, 복지문화, 보사환경, 도시·상하수도,
건설교통) 운영
1

2

3

1 주민참여 원탁회의
2 차세대위원회 활동모습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개최, 토론중심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청소년 예산학교 제안대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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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도시

만안 현장행정시장실
•위치 : 안양아트센터 1층(안양시 문예로36번길 16)
•운영 : 매주 수요일 09시 ~ 18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위한 뉴미디어 운영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NS 시민기자단 운영 : 25명

25

시민감사관

명

5

•시민의 생활불편, 불만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관련 감사 건의 등

안양시에서 활동하는
SNS 시민기자단

민원옴부즈만
•고충민원 확인·조사처리, 반복·고질민원의 조정·중재
•민원인과 해당부서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해소방안 제시

개 분야
시정현장평가단
평가분야

실시간 예·결산 공개시스템 운영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 홈페이지 공개

시정현장평가단
•평가대상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 및 사업
•평가분야 : 5개 분야(복지, 교통, 환경, 지역경제, 민원처리)

주민자치대학
•지역리더의 임무와 역할,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시민·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규·문·현·답’ 운영(분기별 1회)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처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 개선 등

열린콜센터 운영
•운영시간 : 월 ~ 금, 08:30 ~ 18:00(주말, 공휴일 휴무)
•전화번호 : 031-8045-7000
•상담범위 : 전부서 민원상담, 민원시스템 조회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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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찾아가는
공감도시

안양시 지방세 알리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활용, 1:1세무상담 및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납세자보호관 운영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등
•이용 : 09:00 ~ 18:00 / 안양시청 6층 자치행정과(031-8045-5827)

수도사용량 급증 수용가 사전 안내
•대상 : 전월대비 상수도사용량 30% 이상 급증 수용가

1:1

안양시 지방세 알리미
1:1 세무상담

•방법 : 검침시 수도계량기 누수점검 안내, 스티커 부착 및 상수도사용량 과다

(누수) 자체확인 안내문 송부

‘납기 3일 남았습니다!’ 문자안내서비스
•대상 : 지방세 미납자
•내용 :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납기 3일전 안내문자 발송으로 가산금 발생 최소화

찾아가서 함께하는 청소민원 제로(Zero)제
시민, 생활폐기물·쓰레기수거 대행업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쓰레기처리방향 등 논의

찾아가는 시민행복 상담실
운영 :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 동 행정복지센터(권역별) 방문
내용 : 생활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지방세 등 무료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대상 :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미 발급 고등학생
방법 : 학교별로 방문 희망일과 희망 학생 등 사전 수요조사 후 방문

1

2

3

1 SNS 시민기자단
2 열린콜센터
3 찾아가는 시민행복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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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관광도시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확대
•대상 : 안양시 문화예술단체(80개 단체) 중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규모 : 단체별 170만원~300만원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지원 확대
•안양시민축제(9월중)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체험·전시 등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시민이 기획한 테마있는 골목축제, 옥상축제, 마을축제 지원
- 충훈벚꽃축제(4월중),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 두루미 명학마을축제 등
•안양예술공원 ‘공감디자인 스쿨’ 운영
•31개 동 주말축제 지원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기간 : 2018. 11. ~ 2019. 12. ※개막식 2019. 10.예정
•방향 : 시민참여 확대 및 함께하는 공공문화행사로 추진
•내용 : 랜드마크 프로젝트, 시민참여프로그램, 야외조각설치 프로젝트,
국제공공예술특별전 프로젝트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청소년 거리공연

- 운영 : 월 1회 넷째주 토요일 14:00 ~ 17:00
-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학교 동아리
- 공연장소 : 안양1번가, 범계 문화거리 등 청소년 밀집지역
•청소년 축제
- 일시 및 장소 : 5월 중 / 평촌중앙공원
- 사업내용 : 청소년동아리공연, 각종 체험부스 운영 등

문화관광자원 ‘역사가 예술을 품다’ 스탬프 투어 운영
•운영시기 : 연중
•운영코스 : 안양박물관 - 김중업건축박물관 - 석수동 마애종 - 안양상자집

- 안양사 - 전망대 - 안양파빌리온 - 나무위에 선으로 된 집
1

2

3

1 충훈벚꽃축제
2 APAP 작품과 함께하는 재즈 나이트
3 범계 문화거리 청소년 거리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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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P 작품투어 - 예술 숲 산책
•한낮투어 : 화~금(11:00, 14:00), 주말 (10:00, 14:00, 16:00)
•달밤투어 : 3월~11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9:00)
•영어해설투어 : 3월~11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13:00)

재미있게 찾아가는 안양예술공원 공감사인
•관악역(안양예술공원역) ↔ 안양예술공원 유도사인 체계 구축
•안양예술공원 종합사인시스템 개발 및 입구 게이트 설치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생동감 있는 안양시 문화·예술·여가·관광 콘텐츠 통합 제공
•주요관광지 및 APAP작품 VR(가상현실)콘텐츠, 비디오 영상물 게시
•시민·관광객들과 문화관광시책의 쌍방향 소통공간 마련

관광홍보물 제작
제작수량 / 언어

구분
관광안내책자
안양예술공원
팸플릿

내용

다양한 볼거리(See), 할거리(Do),
10,000부/5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먹거리(Eat) 등 주제별 소개

43,000부/6개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안양8경 및
문화재 리플릿

태국어, 베트남어)

APAP 주요작품 및 주변 먹거리,
볼거리 등 정보 제공

7,000부/3개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주요 관광코스 등 소개

20,000부/한국어

안양8경 및 문화재 홍보

「내맘애안양」관광기념품 제작
•관광BI 「내맘애안양」로고 및 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해 기념품 제작
•제작제품 : 총 10종

- 고급형(5종) : APAP작품 미니어처(3종), 머그컵 셋트, 목베개 등
- 일반형(5종) : 여행용파우치, 메모지 등 저가형 생활용품
1

2

3

1 APAP 예술 숲 산책 ‘한낮투어’
2 안양시 관광BI 「내맘애안양」
3 「내맘애안양」 관광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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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 넘치는
생활체육
도시

체육단체 활동 지원
•안양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62개 종목(가맹)단체)

-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박달복합청사 건립
•위치 : 박달동 141-2번지 일원(공영주차장 부지)
•규모 : 지하 3층 ~ 지하 5층, 연면적 12,306㎡
•용도 : 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행정복지센터
•예산 : 30,589백만원

복합체육공원(수영장) 조성
•위치 : 석수동 278-38, 39번지 (연면적 10,000㎡/지하 3층 ~ 지상 3층)
•용도 : 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뉴딜사업
•예산 : 약 20,000백만원

연고구단 운영 지원
•축구(FC안양), 농구(안양KGC인삼공사), 아이스하키(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

- 종합운동장 조립식 관람석 설치
- 쾌적한 경기관람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홈경기 홍보지원(SNS, 현수막 등)을 통한 시민홍보

1
2
3
4
5
6

1

2

3

4

5

6

체육단체 활동 지원
박달복합청사 투시도
종합운동장 가변석 배치도
FC안양
안양 한라 아이스하키단
안양KGC인삼공사프로농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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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잘 사는
경제도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PART2. 잘 사는 경제도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청년이 원하는 청년친화정책
발굴 및 추진
•분야별 추진사업 : 3개 분야 30개 사업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석수 청년스마트타운

300

억원

청년창업펀드 300억원 조성

- 위치 :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석수동 뉴타운 해제지역)
- 내용 : 청년주거, 일자리, 창업, 문화생활 등 복합공간 조성
•인덕원 청년스마트타운

- 위치 : 관양동 157번지 일원(인덕원 주변)
- 내용 : 환승, 주거, 업무, 도시지원, 복지시설 등 복합단지 조성

청년창업펀드 300억원 조성

10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개

청년기업 100개 집중육성

- 전국최초, 지자체 결성 창업펀드 최고액
•조성재원 : 모태펀드, 지자체,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기업 등
※모태펀드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출자한 펀드

1,150

여 세대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조성

•조성방법 : 모태펀드 활용,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여 결성
•市 출자규모 : 45억
•투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청년기업

청년기업 100개 집중육성
•대상 : 대표자의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 청년기업
•규모 : 연간 20개사(2022년까지 100개사 육성)
•사업공간 : 에이큐브(10개사), 청년오피스(10개사)
•지원내용 : 공간, 창업바우처, 투자연계, 멘토링, 네트워킹 등

산하기관 청년의무채용 대폭 상향
•안양도시공사, 창조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등

현행 3%

8%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조성
•비산3동 안양매곡 지구 행복주택 600여 세대
•석수2동 경기 안양연현 지구 행복주택 550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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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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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년 (분기별 25만원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

청년정책위원회·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명

7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청년정책위원회 인원
(당연직 4명, 위촉직 15명)

- 청년정책 추진 관련 심의·자문
- 인원 : 19명(당연직 4명, 위촉직 15명(청년, 시의원, 전문가 등))
•청년정책서포터즈

- 청년관련 정책 발굴 및 제안, 모니터링 등
- 대상 : 19세 ~ 39세 관내 거주 청년

청년상 시상

개
청년상 시상 부분
(봉사, 효행, 근로, 청년기업가,
문화·예체능, 환경, 청년활동)

•시상부문 : 7개(봉사, 효행, 근로, 청년기업가, 문화·예체능, 환경, 청년활동)
•시상인원 : 부문별 1명
•수상후보자 : 2년 이상 계속하여 안양시에 거주, 직장에 재직,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청년 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명

일정

청년희망축제

2019. 10.

- 청년문화공연, 체험행사, 청년상 시상,
저명인사 초청강의 등

2019. 4.~12.

-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지원

2019. 4.~12.

- 토론, 창업, 문제해결활동 모임 등
분야별 청년동아리 지원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1

2

2019. 8.

내용

- 청년단체 역량강화, 네트워킹, 지역문화탐방,
청년문제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등

3

1 청년정책서포터즈
2 청년오피스 A-PRO 데모데이
3 청년들의 소통·문화활동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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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청년 도깨비 야시장 조성
•남부시장 아케이드 구간(장내로140번길 51 일원)
•청년이 참여하고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관광형 야시장 개설

전통시장 내 복합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유휴점포 20개 이상)을 활용하여 청년몰 조성
•예비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공간 운영·지원

5,000

만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 : 대표자가 만19세 ~ 만39세로 사업경력 5년 이내인 기업
•규모 및 보증한도 : 19억6천만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3년 융자)

청년 생활안정지원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 1,500만원(하반기)

- 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신용유의자 등록된 안양시 청년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5천만원(하반기)
- 대상 : 안양시 거주 19세 ~ 39세 청년

청년들의 소통·문화활동공간 운영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 장소 : 범계역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범계광장 내
- 규모 : 65㎡(약 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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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살맛나는
민생활력
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맞춤형 특성화사업

- 경영 현대화 사업, 상인 역량강화 교육, 특화육성사업 등
•시설현대화 : 전선 정비, 비가림막 설치, 전광판·CCTV설치, 소방안전점검 등

안양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상권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단 설립

공공서비스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524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

2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모전
-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입주공간 운영 등

안양사랑상품권 카드형 발급 추진

억원

•종이상품권의 불편사항 개선 및 시민편의를 위해 전자상품권 도입·운영
중소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2억원 이내 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524개 업종 / 융자규모 : 1,000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중소기업 지원규모 65억원 / 보증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3년

소상공인 육성 지원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컨설팅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1

2

3

1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 위생청결캠페인
2 사회적경제기업 천년장터
3 카드형 안양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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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일하는
일자리 도시

지역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청년이 찾아오는 일자리 창출, 5060 신중년 일자리 발굴, 사회적 약자 생활보호
공공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인프라·서비스 강화
•민선7기 일자리 창출·지원 목표 : 10만 6천명

- 공공 :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 민간 : 기업유치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10 6
만

천명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지원 목표

160

만원/월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24개월간 지원금 160만원/월

•미취업 청년과 지역기업 연계로 경영부담 감소 및 고용률 제고
•대상 : 안양시 거주 만18~39세 구직자 및 안양시 소재 기업
•지원 : 채용일로부터 24개월간 지원금 월 160만원 지원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대상 : 40세 ~ 65세 안양시 거주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일반경비원 법정 신임교육 등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발굴
•신중년 디딤돌사업 추진 : 100명
•노인상담사 인력 경로당 배치 : 20명
•신중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박람회 개최 : 2회/120명
•버스운전사 양성과정 등 4개 교육과정 운영 : 200명

기업 구인정보-풀(Pool) 운영
•구인기업 방문상담 및 기업정보 취득으로 기업 채용정보 DB 구축
•전담 상담사 배치 : 일자리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1

2

3

1 안양일자리센터
2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3 취업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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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체와 구직자를 현장에서 연결해주는 원스톱(One-Stop) 취업서비스 제공

명
구직청년 직장체험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9

•메이크업 및 헤어비용 지원

개 기관

7

구직청년 면접지원

구직청년 직장체험
구직청년 직장체험
운영기관

•안양시 거주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63명
•운영기관 : 9개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 안양도시공사,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
재)시민프로축구단,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창조산업진흥원,

개 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행기관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행기관 : 7개 기관(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만안ㆍ동안노인회,
경기실버포럼, 만안ㆍ동안구청)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유형에 따라 60세 이상 가능)
•내용
사업명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신설)

활동시간

월30시간 이상

1일 8시간이내

월60시간 이상

월 지원액

27만원 이내

보조금 18만원

+ 수익금

54만원
(주휴, 연차수당
별도지급)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교육서비스 확대
•대상 :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내용 :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자 발굴 및 연계, 취업사후관리 등
•여성취업박람회(9월중), 여성진로페스티벌(10월중)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안양청년옷장!!
헤어, 메이크업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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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기업도시

400

만원

강소기업 육성 R&D 지원
•대상 : 지역내 중소·벤처기업
•내용 : 융합형 R&D 사업화 지원, 콘텐츠 IP전략 사업화 지원 등 총 사업비의

50% 지원(기업부담 50%)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대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범위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내용 :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비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중소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원

500

만원

중소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원
국내인증 5백만원/건

•국내인증 5백만원/건, 해외인증 1천만원/건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기업부담 50%)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20개 보육지원 등
•비즈니스 창출,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경영지원 등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및 토탈마케팅 지원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
•마케팅 전략 컨설팅(시장동향분석 등), 판로개척 관련사항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등 20개 회사 이상 참가지원
•베트남 시장개척단 : 신규유망시장 발굴 및 수출상담회 진행
•인도시장개척단 : 지속적인 경제교류단 교차 방문 추진(KOTRA)

현장중심 맞춤형 SOS 신속해결
•기업애로 발굴처리
•기업애로 현장방문
1

2

3

1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네트워크 간담회
2 중소기업 토탈마케팅 지원
3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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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기업체 현장방문, 찾아가는 SOS 기동반, 발로뛰는 기업소통 Day 운영 등
•지식산업센터 협력체계 강화 및 기업애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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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신규 건립에 따른 행정지원
•지식산업센터 현황

만원/시간
2019년도
안양시 생활임금

센터명

준공

소재지

예정일

스마트
베이2차

19.11.

안양데시앙
플렉스

19.12.

K-비즈리움

20.08.

에이스하이
20.10.
테크시티범계
금정역 SK
V1센터

20.10.

안양2차 SK
V1센터

20.12.

동안구 관양동

891, 855-5
동안구 호계동
555-45/46, 593-9
동안구 평촌동
87-10/17
동안구 호계동
900, 900-2
동안구 호계동
555-37/38, 877-62
동안구 호계동
555-34/35, 877-34

부지면적

건축

(㎡)

연면적(㎡)

1,654.00 8,097.76

층수

분양
호실

B2/13

45

6,715.20 41,188.18 B2/10

235

3,402.80 19,680.45 B3/11

148

7,686.20 54,811.79 B3/21

258

8,482.90 55,373.23 B2/10

152

6,932.90 51,150.67 B3/10

298

※설립 완료된 지식산업센터 : 유천팩토피아 등 31개

저소득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
•2019년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0,000원 【2019년 최저임금(8,350원)의 119.8%】
- 월급 2,090,000원 (월209시간 기준)
•적용대상

- 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

기업 입주시설 개선 및 성장기업 지원
•진흥원 입주시설의 연차별 시설개선 : 전기, 통신관련 장비, 네트워크 케이블 교체 등
•창조경제융합센터 內 성장기업 입주시설 설치

- 입주시기 : 2019년 하반기 예정(상반기 조성 추진)
- 장소 : 센터 9층 기존 교육장 2개소(202㎡)
- 설치내용 : 성장기업실 6실(각 30여㎡ 규모)
- 입주대상 : 유망 청년·초기 성장기업(1차 보육 졸업기업 우대)

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 규제 신속 확인 :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성 여부와 기준·요건 등을 신속히 확인
- 실증특례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면제
- 임시허가 :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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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따뜻한
복지도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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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고
나누는
포용도시

안양형 복지모델로 복지사각지대 ZERO화
•사각지대 발굴
복지상담 콜센터

카카오톡 발굴단

- 사업대상 : 시민 누구나
- 전화번호 : 031-8045-7979
- 운영인력 : 사회복지공무원 3명
- 기능 : 사각지대 제보·접수,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신속 지원

- 구성 : 25개 협약기관 등 7,400명
(도시가스 검침원,
한전 단전반원, 시민 등)
기능
: 사각지대 발굴·제보
- 신고방법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안양시복지콜센터”로 제보

•사각지대 지원

- 공적서비스 지원 : 기초수급, 차상위,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례관리
- 민간서비스 연계 : 공적지원 대상이 안될 경우 나눔운동본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생계·의료비,
기타 맞춤형 후원금품 연계·지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구급 스피드 Call 서비스
•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응급 상황이 예상되는
고위험군
•등록절차
동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신청 접수

시 복지정책과

대상자 선발 및
정보관리

경기도재난
종합지시센터

대상자 정보등록

안양소방서

위급상황발생시
구급대 출동

•운영절차

1

2

3

등록대상자
119 신고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기본정보확인 (긴급상황 인지)

안양시소방서
긴급출동 및 응급조치

1 카카오톡 발굴단 복지사각지대 발굴
2 복지콜센터 전문상담·지원연계
3 나눔운동본부 복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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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튼튼한
가족도시

(예비)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 대출자금 이자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안양시 관내 거주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지원내용 :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금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

작은결혼식장 운영
•장소 : 비산3동 예절교육관 야외정원
•이용 : 토요일 1회 1쌍

100

만원

안양시 관내 거주(예비)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금액의 1%,
1년간 최대100만원 지원

•야외정원(예식 및 피로연), 폐백실, 음향기기, 예식소품 등 무료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확대

- 지원연령 상향 : 만14세 미만 → 만18세 미만
- 지원단가 인상 : 월 13만원 →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월 18만원 → 월 35만원

민간자원 발굴·연계 위기가정 지원
•민간자원 : 안양사랑나눔회,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대한적십자사, 분당우리교회 등(수시 발굴)
•대상 :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공적지원 비해당자
•사업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생계비, 생필품 등

의료비, 간병비 등

주거환경개선 등

기타지원
장학금,
심리검사비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생활을 위한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장기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1

2

3

1 작은결혼식장 운영
2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축제
3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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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 2개소

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성폭력 상담소

163

•폭력예방교육 실시

민·관·경 합동 아동보호체계 구축

개소

•학대아동을 위한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대아동을 위한
아동지킴이집

- 초등학교, 공원, 주택가부근 등 어린이 출입이 많은 지역 및 업소
(문방구, 상가, 편의점, 약국 등)를 선정·운영(163개소)
- 운영체계

기관 출동

사후관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험·위기사항 및

합동 현장조사

학대아동 도움 요청

및 상담

- 피해아동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
- 학대행위자 가족
상담·교육
- 사례 관리

아동지킴이집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구호 등 아동 신속 보호
•운영체계

기관, 또는

상담원,

경찰서

관할서 경찰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현장조사

기관사례회의

사례판정
(일반, 잠재위험,
학대 사례)

경기남부아동
일시보호소 등

조치 결정
및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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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장려지원 확대
•출산 인식개선사업 추진

-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 출산친화사업 안내책자 「아이좋아 행복가이드」 제작
•저출산 정책위원회 및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운영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500

•임신 축하금 :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

만원

출산지원금 최대 500만원

10

•출산 지원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난임극복 정서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원(안양사랑카드 50만원)

만원

신혼·예비부부 임신 준비 프로그램 운영

임신축하금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건강검진, 설문조사 엽산제 제공(3개월분), 검진결과 병의원 연계 관리
•임신준비 프로그램 : 자연건강 캠프지원, 숲 체험·요가, 정서지원,

19

식생활 교육 등

명
저출산정책위원회

저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저출산 대책 및 시행계획,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인원 : 19명(위촉직 13명, 당연직 6명)

1

2

3

1 아이좋아 행복꾸러미서비스
2 장난감 나라(장난감대여)
3 꿈 놀이터 (자유놀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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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아이좋아 행복꾸러미서비스 실시
•아이탄생 환영의 의미로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달

개소

•구성 : 탄생축하카드, 「아이좋아 행복가이드」, 「우리안양소식지」,

어린이집 교육환경지원금 확대

320

어린이집 교육환경지원금 확대
•대상 : 민간·가정 우수형어린이집 70개소

명

※ 지원대상 확대 : 47개소 → 70개소

우수형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대상 확대

30

주민등록등본 1통

만원/월

•내용 : 교육기자재·교재교구 구입비
구분(규모별)

20인 이하

21~49인

50인 이상

지원금액

200백만원

300만원

4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금액 확대

•위치 : 만안구 냉천로 39(만안평생교육원 2층)
•사업 : 보육정보지원, 보육교직원 교육·연찬회, 대규모 부모교육,
아이러브맘카페·장난감나라 운영 등 보육교직원 및 부모 육아지원

어린이집 교사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확대
•우수형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대상 확대 : 220명→320명(100여명 확대)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 확대 : 월 25만원→월 30만원(5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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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도시

안양형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GMO 없는 완전무상급식

- 학교급식비 지원
-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및 우수가공식품 차액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1인 30만원 이내)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노후시설개선 : 87개교(초 41, 중 24, 고 21, 특수 1)

87

•다목적체육관 건립 : 6개교(관양초, 신안초, 박달초, 평촌초, 호원초, 동안초)
•실내체육관 먼지청소비 지원 : 72개교

개교
학교노후시설 개선

65

교육활성화 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 초·중학교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

-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영재교육원, 특성화고 취업과정 등
•초등돌봄교실 및 유아교육 지원 : 121개교

개교
안양시희망창조학교 운영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 원어민 화상외국어(영어, 중국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운영(5개교) 등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안양시희망창조학교 운영 : 65개교(초등 41, 중등 24)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년제, 학생·학부모 진로동행캠프, 진로페스티벌,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등
•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
- 초등6학년 코딩교육(41개 초등학교), 3D프린팅·드론프로젝트(12개 중학교)
•307개 청소년동아리 및 7개 자치활동단체(차세대, 청소년위원회) 지원

1

2

3

1 덕천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바른식생활 교육
2 제2회 안양시 학생 독서 토론 페스티벌
3 학생·학부모 진로동행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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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거점별 청소년문화센터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개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안양6동

안양2동

석수1동

부흥동

호계3동

평촌동

만안

만안

석수

동안

호계

평촌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의집

•신규 청소년시설 건립 추진(박달2동)
•문화센터와 성문화센터(고정형) 등 다양한 시설 복합사용

청소년의 날 제정
•일시 : 5월 네 번째 토요일
•대상 : 9세 ~ 24세(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청소년축제 및 청소년상 시상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수련관 2개소, 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320개)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청소년축제, 어울림마당, 종합예술제 등)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 (차세대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1개소) 및 학교상담사 지원
•청소년쉼터(3개소)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안교육기관(3개소) 지원 및 난독증 청소년 지원
•청소년건강지원(위생용품 지원) 및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청소년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

1

2

3

1 원어민 화상외국어
2 청소년정책학교
3 진로직업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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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인생2막을
응원하는
도시

베이비부머(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설 설치
•사회공헌형 일자리, 인생재설계, 여가문화 활동 등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금융, 법률, 컨설팅 등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창구 운영

경로당을 마을사랑방으로 조성
•경로당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마을사랑방 공간으로 활용
•대상 : 시 소유경로당 47개소 중 희망 경로당
•내용 : 여가프로그램, 건강관리, 마을소통공간(회의, 교육 등)으로 활용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안전 확인 및 가사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추진
•식생활 지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여가활동 지원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
•건강생활 지원 :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확대지원(월 1만원미만)

안양8동, 석수1동, 박달1동 경로당 신축
만안·동안 치매안심센터 설치
•만안 : 2019. 4. 8 개소(만안보건소 6층(층축 이전))
•동안 : 2019. 9. 완공예정(구)관양1동주민센터(확장 이전))
•주요사업 : 치매 예방·검진, 환자등록관리, 치매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

안양실버축제 개최
•孝 실버축제한마당(5월중), 실버문화축제(10월중)

1

2

3

1 경기실버포럼 일일찻집
2 내비산경로당 마을사랑방 발마사지 프로그램
3 실버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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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희망도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운영사업

이용대상

운행내용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보호자 - 차량3대 버스노선순환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1일 약165명)
- 평일4회/토요일2회
관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일 평균 55명)

착한수레

중증장애인, 임산부(4개월),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

노약자(의견서첨부) 등

수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리장애인이용자

송영차량

중증장애인

관악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악장애인이용자

송영차량

중증장애인

(1일 평균 196명)

- 차량3대
- 전화신청 및 예약
- 차량38대
- 전화신청 및 예약
- 10대 운영개시 예정
(4월중)
- 차량1대(리프트 장착)
- 장애인 17명
- 차량1대(리프트 장착)
7월 운행예정
- 중형승합 17인승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규모 : 지하2층 ~ 지상5층(2,565평)
•시설 : 장애인체육관,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문화체험을 위한 해피버스 운영
•대상 : 안양시 소재(거주)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재가장애인가족
자조모임(장애인 5명 포함 15명 이상)
•대형버스 무상임대, 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비 지원, 사전예약제 운영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지원 확대
•대상 :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
•업무 : 카페 바리스타,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업무보조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지원
1

2

3

1 교통약자지원센터 착한수레
2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해피버스
3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지원

•대상 : 안양시 거주 시·청각장애인
•내용 : 배리어프리 영화관람료 중 자부담분 2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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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하게
돌보는
건강도시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재난대비 응급 의료 안전망 확충

- 유관기관 합동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모의 훈련 및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 및 홍보
•시민이 안전한 의료이용 환경조성
- 의료기관·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 공공심야 약국 운영(22:00~익일 01:00, 365일 운영)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 실시
- 마약류 유통 시스템 지도·감독 (구입·처방·판매·보관·폐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역량 제고
•정신건강증진 친화적 환경조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대상 : 중독자 및 가족, 아동·청소년, 일반주민
•중독폐해예방 교육 및 홍보, 등록 및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중독폐해 예방사업 : 학교순회중독예방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청정학교
- 중독질환자 재활 지원사업 : 중독질환자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 지역주민 중독예방교육

감염병 발생대응 역량강화
•신종감염병 예방·감시체계 구축 및 대응 강화, 계절별 친환경 방역소독,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결핵 예방사업 등

비만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 Let's Move 동행프로그램
•식습관·신체활동 프로그램

1

2

3

1 공공심야약국 운영
2 건강어울림한마당
3 중독관리 - 해피아이스쿨 학년별특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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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돌봄교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삼삼오오 건강UP프로젝트,
찾아가는 비만관리 등
•영양관리 프로그램 : 주부대상 식생활 개선 홍보, 영양플러스 등
•비만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 걷기클럽 운영, 걷기동아리 운영, 건강어울림 한마당, 건강증진실 운영,
걷기App기반 “하루 만보의 기적” 확산 등

PART4.

안전한
교통도시
안전하고 깨끗하며
교통이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ART4. 안전한 교통도시

어디서나
지켜주는
안전도시

안양안전폴리스단
사업명

인원

안전보안관

61명

- 안전무시 7대관행 근절 시민홍보
- 안전위반행위 및 부조리 신고 등

안전총괄과

42명

- 식품접객업소·판매업소 점검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등

식품안전과

20명

- 안양천 상류 상시모니터링 감시활동
-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등

환경보전과

63명

-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 학교 내·외 학생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청소년과

29명

- 산불취약지 및 등산로 주변 순찰
-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등

녹지과

먹거리안전
폴리스단
환경감시

2,000

대

여성거주지 안심 서비스
동작감지센서 및 스마트스테이션

12

폴리스단
등·하교
교통안전도우미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구분

관련부서

여성안전폴리스

개소
서비스명
여성 안심주차장

안전귀가서비스 앱

- 동작감지센서 및 스마트스테이션 2,000대(가구)

여성주차장 안심서비스

- 여성 안심주차장 12개소

공중화장실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2

3

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
3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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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활용 실적 총 17,263회(2018.12.기준)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

몰래카메라 점검

1

운영현황 및 대상

- 공중화장실(지하철역, 유흥가, 공원 등) 335개소
- 무인택배함 운영(2개소)
만안 :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외부
동안 : 롯데백화점 평촌점 지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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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확대운영

개소
방범CCTV 신규설치
및 교체·보강

•경기 5개 지자체(부천, 광주, 하남, 동두천, 양평) 추가 확대
※ 1단계 통합운영(6개시) : 과천, 의왕, 군포, 광명, 시흥, 안산

•웹 개선 및 지자체 CCTV센터간 연계

방범CCTV 구축 및 성능개선
•사업량 : 118개소(신규설치 19, 교체 79, 보강 20)
•내용 : 고화질카메라 설치·교체, 중계서버·영상저장장치 설치 등

스마트 안전센터 건립 추진
•위치 : 동안구 시민대로 235(연면적 2,850㎡ / 지상3층)
•기존 U-통합상황실의 기반시설 안정성 확보 및 스마트시티 활성화 도모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재난대응훈련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현장훈련 및 토론기반훈련(도상훈련) 실시
-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 지진, 화재 등 재난취약분야 훈련 실시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 장소 : 호계복합청사 3층(면적 : 363㎡)
- 내용 : 3D영상, 지진, 연기, 심폐소생술, 화재진화, 자동차안전띠, 완강기,
수직구조대 등 8개 체험시설 운영
•찾아가는 재난안전 시민교육

- 학교, 공공기관, 사업장 등 방문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화재예방 및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요령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유형별 안전교육
•어린이 교통교육장 활성화

- 장소 : 자유공원(동안구 평촌대로 86, 면적 : 3,039㎡)
- 실내교육 : 안전 이론교육, 영상강의 등
- 실외교육 : 교통표지판 설명, 횡단보도 건너기, 전동카트 운전체험 등
1

2

3

1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확대운영
2 방범CCTV 구축 및 성능개선
3 재난안전체험관의 자동차안전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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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페스티벌
•2019. 9월중(안양시민축제기간 병행 추진)
•재난, 화재, 교통, 생활 등 체험위주의 40여개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대상 : 3개시장 436점포(중앙·남부·박달시장)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설치 등 지원

436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점포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3,000

만원

자전거 단체보험
최대 3,000만원 보장

499

개소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처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사망·후유장해·벌금 등 7개분야 최고 3000만원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
•건축 인허가 시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건축물의 안전성

(건축기준 및 구조 적합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

믿고 맡기는 먹거리 안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 대상 : 시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단체
- 내용 : 테마별 식품안전 상시 체험 프로그램, 식중독 예방교실 등 운영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및 소비촉진

-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 499개소
(지역아동센터 22, 어린이집 475, 그룹홈 2)
-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및 직불제 지원 등
- 안정적인 정부양곡 공급관리 : 양곡창고 청결관리 및 재해대비 점검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 대형유통매장 축산물 안전성 수거 검사
- 학교급식 한우 유전자검사
- 원산지 조기정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1

2

3

1 시민안전페스티벌
2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3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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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위원회 운영, 안전한 먹거리 관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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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클린도시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추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집중단속
•레미콘·아스콘 사업장, 재개발 현장 등 집중감독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일산업개발(주) T/F팀 운영 및 민·관 합동단속
•사물인터넷(IoT) 자동 측정시스템 구축
•드론장비활용 포함 비산먼지 정기 및 수시점검
•비산먼지 사업장 환경실명제를 통한 인근 주민 홍보 강화
※ 환경실명제 :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앞 담당자 이름·연락처 기재

•레미콘 사업장 및 재개발·재건축현장 환경정비 개선

대기오염 및 소음배출사업장 등 점검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휘발성 유기화합물(주유소, 인쇄소, 세탁업 등) 유증기 회수설비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및 교육 이수여부 확인
•하절기 휴일 아스콘, 레미콘 제조 및 악취 배출업소 등 대상 민원 기동반 운영

1

2

3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3 중앙공원 내 설치된 환경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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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및 전기레인지 지원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및 필터교체비용 지원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경로당 전기레인지 설치 지원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2.5톤 이상 연식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연식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104

친환경차 보급지원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대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120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간 보급대수

104대
(민간 99, 관용 5)

150대

200대

300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계획

기
2019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충전시설

120기

150기

170기

200기

도로 물 세척 및 비산먼지 제거 살수차 확대운영
•봄, 가을철 미세먼지 경보 시, 주요 간선도로 살수
•여름철 폭염 경보 시 주요·간선도로 살수 및 관수 작업

제일산업 이전 및 공영개발
•위치 : 만안구 연현로 9번길 88 일원 (면적 : 117,775㎡(3.6만평))
•연현마을 일원의 환경문제해결 및 기업과의 갈등해소·상생을 위한
제일산업개발 이전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

GS파워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 및 미세먼지 모니터링
•인근주민·시민환경단체·환경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검증위원회 구성
1

2

3

1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2 도로 물 세척 및 비산먼지 제거 살수차 확대운영
3 전기차 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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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확인 및 사후환경조사서 검증 등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 정보 확인을 위한 미세먼지 실시간
배출량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Ⅳ. 2019년 시정계획

자연과
공존하는
초록도시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교육 확대 운영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 유치원, 초등·중학교 260개 학급
•기후변화 환경교육강사 보수교육

- 기후변화환경교육 강사, 에너지진단컨설턴트, 일반시민 등 50명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 알리미 운영 : 동별 순회 교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업장 담당자 교육 등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시민 참여 운동 전개

260

학급

•생활폐기물 : 한 가정 한 달 10% 줄이기 실천 등
•재활용 수거 : 세척해서 내놓기, 쓰레기로 버리지 않기 등
•음식물 줄이기 : 적정량 음식 만들기, 수분 제거하기 등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테마 숲 조성

10

%

•학교 숲 : 학교 내 유휴부지 활용 녹지 및 편의시설 설치(1개교)
•도시 숲 : 스마트스퀘어 가로수식재 및 경수대로 가로등 입체 녹화 등
•띠 녹지 : 흥안대로 (벌말오거리~민백사거리) 녹지공간 조성

한 가정 한달
생활폐기물 10%줄이기 실천운동

1

2

3

1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2 생태이야기관 생태체험
3 도시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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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안전한 교통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초록도시

도시공원 신규조성
•임곡공원 조성

- 위치 : 동안구 비산동 산140 일원(충의약수터 주변)(면적35,536㎡)
- 내용 : 숲속놀이터, 치유의 숲, 배드민턴장, 쉼터, 주차장 등
•삼막 소공원 조성

- 위치 : 만안구 석수동 689번지 일원(면적 323㎡)
- 내용 : 수목식재, 시설물 등 설치
•내비산마을 소공원 조성

- 위치 : 동안구 비산동 122-3번지 일원(면적304㎡)
- 내용 : 수목식재, 시설물 등 설치

빌딩옥상 녹색정원 조성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조례 제정
•일반건축물(빌딩)의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 자금 지원

안양천 정비사업
•수암천 건천화 방지 : 유지용수 공급량 증대
•산책로·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 정비 및 하천변 초화류 식재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식물 및 야생동물 서식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공간정보지도 작성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연동 구축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관리 방안 및 환경계획 기법 개발
•안양시 생태자원 홍보물 제작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및 생태교육 운영
•주요시설 : 전시관, 3D영상관, 미니도서관, 조류관찰대 등
•교육과정 : 안양천 환경대학, 우리가족 생태교실 등 12개 과정

1

2

3

1 빌딩옥상 텃밭 조성
2 안양천 정비사업
3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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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서
누리는
힐링도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위치 : 석수동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만안구 예술공원로 280)
•안양형 산림치유, 스트레스 치유 체험, 임산부, 특정질환, 갱년기, 육아맘
프로그램 등 운영

나눔목공소 조성
•위치 : 동안구 자유공원, 만안구 관악수목원 중 1개소
•내용 : 목공예 체험장 조성, 목공예프로그램 운영

2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개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목표

5

•조성목표 : 2개소(반려견 놀이터(동안구), 간이놀이터)
※ 기 조성 : 삼막애견공원(만안구 석수동 18)

권역별 놀이터 조성

개소
권역별 생태놀이터 조성

•생태놀이터
평촌·호계 권역

안양·명학 권역

비산·관양 권역

석수·박달 권역

대상

3개소
(56개소 검토대상)

2개소
(32개소 검토대상)

사업

- 생태놀이터 2개소 (권역별2개소)
- 숲속놀이터 1개소 (임곡공원)

- 생태놀이터 2개소 (권역별2개소)

내용

- 생태 및 숲속놀이시설 설치·교체
- 자연친화적인 포장,
편의시설 설치·교체
- 안전조명(LED) 및
전기설비 설치·교체

- 생태놀이시설 설치·교체
- 자연재료를 활용한
놀이시설 설치·교체
- 안전조명(LED) 및
전기설비 설치·교체

기간

2019년 ~ 2020년

구분

2020년 ~ 2021년

•숲속놀이터(유아숲 체험원)

- 위치 : 동안구 관양동 1776번지 등 3필지(간촌쉼터 주변)
- 내용 : 숲복지센터, 체험형·자연형 놀이시설, 숲속의 집 등
1

2

3

1 관악수목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2 삼막애견공원
3 유아숲체험원, 안양숲복지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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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서
누리는
힐링도시

캠핑·트래킹 시설 정비
•삼봉산 둘레길 조성

- 위치 : 만안구 박달2동 산22-1(박달2동 서조회관~한숲대림아파트)
- 내용 : 1.3㎞ 연장 및 휴게시설 설치, 계단정비 등
•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 트레킹길 정비

- 위치 : 만안구 석수동 산11-2(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 2㎞)
- 내용 : 데크계단 및 야자매트 설치, 만남의 광장 조성 등
•관악산 삼림욕장 편의시설 확충

- 위치 : 동안구 비산3동, 관양1동 일원
- 내용 : 자연학습장 시설물 확충 및 정비, 간촌 습지원 정비,
삼림욕로·등산로 정비 등
•병목안캠핑장 편의시설 확충

- 위치 : 만안구 안양9동 1108-6(병목안로247번길 37)
- 내용 : 고정식 텐트 설치, 화장실 증축 및 주차장 확충

1

2

3

1 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 트레킹길 정비
2 관악산 자연학습장
3 병목안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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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

가칭 인천~안양선 (인천 2호선 안양연장) 전철 추진
•박달역·비산역 신설, 안양역(환승시설)
•연장 : 약 20㎞ (인천대공원~광명역~박달테크노밸리~박달~비산)

- 우리시 구간 : 약 8㎞
•사업비 : 약 1조 8,000억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지하철 1호선 안양초교역 신설 추진

20

•위치 : 수도권전철 1호선 안양역 ~ 명학역 중간
•사업비 : 약 300억원(전액 시비)

㎞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74.2

㎞

GTX-C 인덕원역 정차

108

억원

GTX-C 인덕원역 정차 추진
•연장 : 약 74.2㎞(양주~의정부~양재~금정~수원)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예정) 구역내 환승센터 복합개발과 연계하여

GXT-C노선 인덕원역 정차방안 검토 협의·추진

1호선 관악역 시설개선 및 출입구 증설
•안양예술공원 이용 활성화 및 명소화 계획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등 추진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건립 추진 사업비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건립 추진
•위치 : 만안구 안양역 일원
•면적 : 부지면적 2,400㎡/건축연면적(2층) : 480㎡
•사업비 : 108억원
•사업방식 : 공영개발(市 직영)

1

2

3

1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추진
2 택시쉼터 개소
3 공영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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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

시민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조정
•단거리 순환시내버스 노선별 통행특성 검토 및 불합리한 노선 조정

- 대상 : 59개 노선(시내버스 38, 마을버스 21)
- 중복노선, 장거리노선, 배차간격 불일치노선 등 단계별 조정

택시승차대 신·증설 및 권역별 쉼터 조성
•택시승차대 5개소, 쉼터 3개소 연차별 조성 예정(2020년까지)

59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개 노선
시민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조정

•위치 : 만안구 석수동 567-1 일원
•사업량 : 21,724㎡
•주차면 : 208면(예정)
•추정사업비 : 14,314백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명

위치

안양4동
주차환경 개선

안양4동
782-4번지
삼덕공원 지하

중앙시장

안양7동

안양7동

주접 지하차도

212-8번지 등

옆 주차장 조성

13필지

관양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석수3동
충훈 공영주차장
지하화
호계1동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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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양1동 1407-12

(행정복지센터 옆)

내용

사업비

준공일

163억원

2020년
9월

88억원

2020년
6월

50억원

2019년
9월

36억원

2019년
6월

37억원

2020년
6월

규모 : 지하2층, 공원재조성
주차면 : 211면
부지면적 : 4,375㎡
규모 : 지상 3층 4단, 철골조
주차면 : 147면
부지면적 : 1,707㎡
규모 : 지상 3층 4단, 철골조
주차면 : 238면
부지면적 : 2,477㎡

석수3동 617번지 규모 : 지하2층

(행정복지센터
신축병행)
호계1동

954-4번지 일원

주차면 : 96면
부지면적 : 2,162㎡
규모 : 지하1층
주차면 : 50면
부지면적 : 2,159㎡

Ⅳ. 2019년 시정계획

PART5.

조화로운
성장도시
만안·동안이 고르게 발전하는
조화롭고 균형있는
도시조성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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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조화로운 성장도시

시민과
손잡고 가꾸는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 위치 : 안양8동 361-7번지(명학초교) 일원(면적 : 105,000㎡)
- 내용 : 두루美하우스, 스마트 케어하우스, 골목환경개선사업 등
•박달1동 “Upgrade + Redcycle Garden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 뉴딜사업

- 위치 : 박달1동 50-2번지(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면적 : 47,207㎡)
- 내용 : 박달 공유정원, 업사이클 예술정원, 스마트골목정원 등
•석수2동 “만년의 기원, 만안이 편한 도시 만안석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 위치 : 석수2동 249-1번지(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면적 : 106,132㎡)
- 내용 : 주거환경개선, 다목적광장, 특화거리 등

안양 도시재생학교 설립·운영
찾아가는 도시재생 순회특강

- 대상 :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 단체, 전문가
- 시기 : 2019년 2월 ~ 4월
- 장소 : 해당동 행정복지 센터 등
- 교육내용 : 도시재생 이론 및
사례도시재생학교 홍보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 대상 : 관내 고등학생
- 시기 : 2019년 하계 방학 중
- 장소 : 안양예술공원 내
블루몬테 유스호스텔
- 교육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탐사,
도시재생 골든벨,
토론회,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표
1

2

3

1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주민공청회
2 박달1동 정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3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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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계교육

- 대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자
- 시기 : 2019년 3월 ~ 7월
- 장소 : 안양시청
- 교육내용 : 마을공동체 이론
마을활동가 인식 개선
도시재생대학

(인문과정, 맞춤형과정,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 대상 : 지역주민 및 과정 수료자
- 시기 : 2019년 4월 ~ 8월
- 장소 : 안양시청,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 교육내용 : 도시재생 이론 및 사례
(입문과정),
마을계획 수립(맞춤형과정),
활동가 역량강화
(마을활동가과정)

Ⅳ. 2019년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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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마을미디어 지원 확대

개 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대상 : 안양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 및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기존공동체 및 마을추진단은 10인 이상)
•내용 : 분야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4개 분야 55개 공동체),
코디네이터(마을활동가) 운영, 공동체 워크숍 및 심사·평가
※ 4개 분야 : 마을미디어(신규) 및 청년공동체, 자유주제, 공간조성, 걷고 싶은 길 조성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
지구명

양지초교주변지구

(안양동 산53일원)
연현마을지구

(석수동 420일원)
병목안지구

(안양9동 1124일원)

면적(㎡)

30,523

5,114

용도지역

제1종

내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후 공동주택
건립)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건립)

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91,604

비고

보전녹지지역

(건축물 규모상향 및
보행자도로 신설)

제안

주민
제안

복합문화형 거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중앙공원, 미관광장, 시민대로(평촌대로212번길 및 254번길 포함),
시청 및 평촌공원을 연계한 보행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검토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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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조화로운 성장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비

2,000

만원

노후 승강기 한 대당
2,000만원 이내 교체지원

500

만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지원
최대 5백만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 및 노후승강기 교체지원
•노후급수관 개량지원

- 대상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세대(전용)면적에 따라 총 사업비의 80~30% 지원
•노후승강기 교체지원

- 대상 :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표준공사비의 40%(1대당 2천만원 이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
•지원내용 : 옥상방수, 단지 내 보도 및 주차장 바닥 보수, 담장보수 등
•지원금액 :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90%(최대 2천만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창호 교체, 고효율보일러 교체 등
•지원금액 : 창호 등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공사비의 50%(최대 5백만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구분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위치/
면적

안양9동 955번지 일원
(186,879㎡)

관양2동 1491-2번지 일원
(128,296㎡)

사업
목적

- 지역공동체 회복 및 주민역량 강화
-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마을단위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업
내용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 안양9동 1012-10
(現 주민협의체 사무실)
•도시재생교육 및
마을리더 양성교육 등

•송유관길 테마조성 및
어린이공원 정비
•보행자 도로개선, 주차타워 조성
•도시재생교육 및
마을리더 양성교육 등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 : 안양5동 618번지 일원(면적 : 118,461.4㎡)
1

2

3

1 노후배관 교체(전)
2 노후배관 교체(후)
3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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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계획 : 2,329세대(분양 2,141 / 임대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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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위치 : 관양동 521번지 일원(면적 : 157,081㎡)

개

•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건립

수암천 복개구간 자연형 하천 복원
•위치 : 수암천 복개주차장 일원(양지4교 ~ 양지5교)
•내용 : 복개철거 및 자연형하천 정비(267m), 지하저류조(30,000㎡)공영주차장

(182면), 공원 및 주민휴게공간(4,717㎡) 조성 등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위치 : 석수동 368-3번지 일원(면적 : 15,506㎡)
•내용 : 안양의 북측 관문인 석수역 주변의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편의 향상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 기능회복·보존·정비에 관한
방향설정
•주거지 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범위선정,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행정복지센터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위치

내용

준공일

규모 : 지하2층~지상3층
석수3동 617
7,366 2019년
면적 : 2,162㎡, 연면적 2,903㎡
백만원
(공영주차장 부지)
8월
시설 : 민원실, 다목적실 등

안양8동 572-1일원 규모 : 지하2층~지상4층
안양8동
(기존 행정복지센터 면적 : 745㎡, 연면적 2,981㎡
행정복지센터
시설 : 민원실, 다목적실 등
부지)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비

비산2동 414-4 외
4필지

9,414
백만원

2020년
8월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9,512 2020년
면적 : 1,383㎡, 연면적 3,611㎡
백만원
7월
시설 : 민원실, 어린이집 등

규모 : 지하2층~지상4층
호계2동
호계2동 933-9 일원
8,759 2021년
면적 : 1,100㎡, 연면적 2,700㎡
행정복지센터 (예그랑유치원 주변)
백만원 12월
시설 : 민원실, 어린이집 등
1

2

3

1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2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3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비산1동
10,618 2021년
비산1동 475-1 일원 면적 : 1,180㎡, 연면적 4,100㎡
행정복지센터
백만원
2월
시설 : 민원실, 근린생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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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6.

풍요로운
스마트
여가도시
행복도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스마트시티 구축!
반드시성공시키겠습니다
성공시키겠습니다. .
!반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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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첨단도시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조성
•안양시 자율주행 전략 민관합동 TFT 구성

(안양형 자율주행 모델 발굴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율주행 시범운행 및 실증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박달 스마트밸리 : 만안구 박달동 일원(면적 : 310만㎡(94만평))

-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로 확장하여 차세대 안양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조성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 만안구 안양로 175

(면적 : 56,309㎡(17,033평))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면적 : 150,974㎡)
- 청년스마트타운 등 복합단지 조성(환승, 주거, 업무, 도시지원,
커뮤니티시설 등)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 4차산업 융복합센터 건립
•위치 : 만안구 안양로 175(면적 : 3,000㎡, 연면적 : 13,000㎡(미확정))
•내용 : 4차산업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거점 역할

- 인재양성, 융복합 협업, 스타트업 지원 및 입주공간 임대

복합인지기술 개발 추진
•실종 아동·치매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귀가를 위한 시스템
•신원확인 기술, 유전정보 연계, 휴대용 단말기 개발 등

1

2

3

1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 4차산업 융복합센터 건립 부지
3 복합인지기술 개발 추진 상호협력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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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6. 스마트 행복도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첨단도시

4차산업혁명 관련 특성화 인재육성
•해당분야 전문가 교육 : IoT, ICT융·복합, 빅데이터, AI, VR, MR, XR 등
•SW융합 전문인력 및 VR 콘텐츠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지역밀착형 4차 산업혁명 교육 실시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범실시
•대상 : 공동주택 신축지 27개소 및 향후 예정지
•내용 : U-통합상황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실 자가통신망 연계 및
입주민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안양시 전역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체계적인 중·장기(2020~2029(10개년)) 발전 로드맵 마련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설치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솔루션 구축 및 자동화 장비 구입
•스마트공장 원천기술 개발 기업 지원 및 제조기업 연계

- 자원, 공급, 에너지, 제품, 자동화 등 5개 분야 선택 지원

안양사이버과학축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인재 육성과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ICT·과학 체험의 장(6월중)

-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진대회 및 정보화체험관 운영
- 관내 초·중·고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과학탐구체험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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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은
지금,
'시민', '스마트', '행복'이라는 핵심가치를 가슴에 품고
시민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물결 위에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활기차게 목소리를 내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다 함께 잘 사는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누리는 도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가장 스마트한 도시.
안양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지난해 그렸던 밑그림에 색깔을 입혀

'시민행복'이란 무늬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올 해의 여정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십시오.
안양시는 내일도 순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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