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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인사말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큰 희망의 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안산의 희망을 키워 오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경제·정치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아쉬움보다는 보람이 컸던 한해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고,
세계 속에서 주목받고 인정받은 한국인들의 위대한 저력은 우리의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시민들과의 협치를 명문화한 협치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안산시의 힘찬 출발을 알렸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선도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역동적인 한해였습니다.
신안산선 착공, 올해 개통 예정인 수인선으로 시민의 삶은 더욱 편리해졌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지원,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안산시를 더욱
따뜻하고 살맛나는 삶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와 열다섯 번째 맞이한 안산 국제거리극축제는
단원의 도시이자 문화예술의 도시 안산시의 면모를 한껏 보여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적을 바라고, 현명한 사람은 기적을 만든다.’했습니다.
2020년 안산시정은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소중하고 더 큰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가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여 더욱 살맛나는 안산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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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일반공공행정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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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 지정 (18. 6. 28.)
• 기간 : 2018.~2028. 안산시 스마트허브 / 15.374㎢
• 혁신성장, 역세권 복합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구조고도화 추진
• 총 6,067억원 투자, 일자리 9만 4000여개 견인

전국 최초, 스마트 산업단지 지정 (19. 2. 20.)
• 산단 제조혁신 실현,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미래형 산단 프로젝트 추진
•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안산 지역화폐 ‘다온’ 발행(19. 4. 1.)
• 경기도 최단기간, 지역화폐 가맹점 1만호 달성
• 발행규모 300억, 판매액 220억/ 가맹점 14,200개소 전국 1위(19. 10.현재)
• 1인당 구매 한도 상향(30만원→60만원), 가맹점 환전액 상향, 할인판매 확대
• 2020년 500억 추가 발행 계획

경기도 최초,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19.)
• 안산사이언스밸리(ASV)와 시화MTV 일대 1.73㎢
• ICT융복합 부품소재 기술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혁신기업 육성
•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516억원,
고용유발효과 1,139명, 생산유발효과 1,287억원 기대
• 비전선포(2019.9.4.) : 서해안 산업벨트, 제조업 르네상스 선언

경기도 최단기간
지역화폐 ‘다온’가맹점
1만호 달성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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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안산시 무역보복 종합지원 대책본부’ 설치(19.8.6.)
• 중소기업 융자규모 내년도 1천200억 확대 편성 등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 대상 일본수출규제 관련 설명회 개최(19.8.20.)
• 일본 수출규제 본격화 대비 주요내용 설명 및 대응방안 마련

한양대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 (19.8.28.)
• 유휴부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 사업규모 : 부지 186,848㎡ / 건물 연면적 984,826㎡ 신축
• 약 1조 5천억 투자예정,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8천억원, 고용유발 효과 36,000명,
생산유발효과 5조9천억원 기대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확정(19.9.4.)

시니어카페 ‘카페화랑’개소 (19.9.)
• 경기도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도비 6천500만 원, 시비 6천500만 등 총 1억3천만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신안코아 ‘복합청년몰 지원사업’ 중기부 공모 선정, 사업비 30억원 확보
• 경기도 최초 창업지원자금 개설/특례보증지원 최대 5천만원까지 확대
• 상인대학 운영 : (19.8.6.~10.31.) : 130명 졸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행복일터 조성
-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 3,151명
※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안산시민 우선 고용 협약체결(2019.5.20.) : 안산시 ↔ (주)LF ↔ (주)로지스밸리

- 지역예술인 및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437명 신규 고용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 국비 14억원 확보
※ 제2회 대한민국 일자리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대상 수상(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안산시 시정계획 2020

14 15

안산시 일반현황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02

모두가 살맛나는
|

복지도시 |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안산시 시정계획 2020

16 17

전국 최초, 외국인아동 보육료(유아학비) 지원(18. 하반기)
• 어린이집 보육료 : 만0~5세, 월 22만원
• 유치원 유아학비 : 만3~5세 월 22만원(병설 6만원)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추진(19. 4. 17.)
• 단계별 등록금 본인부담액 50% 지원(최대 165만원)
• 인구유입,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시의회 통과(19.10.)

출산축하금 확대(19. 5. 1.)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축하금 지원

전국 최초,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19. 5. 16.)
•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 진료 시 100원 택시 지원
(月 왕복 2회, 편도 4회)
• 운영대수 : 60대

고등학교 무상급식(18. 하반기)
• 무상급식 :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순차적 지원범위 확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전면실시 (19.9.) 안산시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예산 분담/ 전학년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노인 분야) 선도사업 선정(19.5)
• 주거, 보건, 돌봄, 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22개 세부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하반기~ 2021년/ 49억7천만 원의 예산 투입
• 2019년 선도사업 재원 7억 1천만원(국비50%,도비25%,시비25%)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축하금 지원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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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9. 상반기)
•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30만원 지원
• 비인가 대안학교 : 2019.10.부터 지원
• 지원인원(중·고등학교 신입생)
총 학생(명)

중학교

고등학교

관외진학

비인가대안학교

13,534

6,011

6,858

650

15

여성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 성평등 조례 개정 및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19. 7월)
• 여성친화도시 사업 민간참여 확대 : 조성협의체(35명), 시민참여단(41명)
•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 유니세프 업무협약 및 관련 조례 제정(‘19. 5.)

5060 新중년 생활기술교육 (2019.9.~)
• 교육대상 : 40대이상 안산시민
•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 지원’ 은퇴 전후 창업 및 생활기술교육
• 인원 : 6개 과정 / 112명

전국 최초 엄마들을 위한 ‘생생충전, 쉼 프로그램’(19.11.)
• 사업대상 : 육아에 지친 엄마(부모) 140명
• 사업내용 : 힐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운동법 교육, 문화체험 등)
•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업기간 : 2019.11월 (총3회)

치매 안심마을 운영(18.7.~)
• 치매검진, 쉼터, 예방 프로그램운영 및 주민참여를 통한 안심공동체 실현
• 단원구 : 선부1동 (2018.7.), 와동 (2019.8.)
• 상록구 : 본오3동 (2018.10.), 일동 (2019.6.)

[ 민선7기 달라진 주요 복지 성과 지표 ]
구분

민선7기

아동·여성·가족분야 예산증가

비고

19,441백만원(‘18.)

⇀

59,097백만원(‘19.)

328%↑

128회

⇀

161회

79%↑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

첫째아
둘째아 이상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

⇀

330명 가입(60대)

아동수당지급대상 확대

-

⇀

30,488명

4,500원
(10,520백만원)

⇀

6,000원
(13,275백만원)

공무원·시민 4대 폭력 교육

출산장려금 지급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100만원
300만원

예산 94%↑

전국최초
월10만원지급
(만6세 → 만7세미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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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대송단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반영(18. 11. 5.)
• 산업통산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상 반영
• 해양·레저·문화·생태가 결합된 “서해안 포트 비즈니스 벨트” 조성
•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황해청,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3기 신도시 조성(19.5.)
• 청년,신혼부부,고령층,저소득 취약가구를 위한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 1.3만호(29천명), 221.3만㎡, ‘25 준공
•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 0.7만호(17천명), 71.5만㎡, ‘26 준공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확보 (19.9.)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1억9천900만 원 확보
• 사업장소 : 대부도 일원
• 사업방법 : 컨소시엄 구성 추진(주관: 안산시)
• 시비 9,800만원,민간부담금 1억500만 포함 총 4억200만원 투입
• 대부도 일원 태양광·지열주택 43개소 설치비 지원
- 230.5kW/태양광 36개소 : 108.0kW/지열 7개소 : 122.5kW

신안산선 실시협약 체결(18. 12. 27.) 및 착공(19. 9. 9.)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19.9.)
• 매설 30년이 지난 노후 수도관 전량 교체, 국비 포함 1천464억 원 투입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국가균형발전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19.10.)
• 국비 105억원 확보, 2021년 착공, 2022년 준공
•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국비 56억 9천500만·시비 119억500만)
• 관산 체육문화센터 (국비 48억2천200만·시비 108억6천500만)

• 총 연장44.7km : 안산~광명~여의도/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
• 공사기간 : 2019년~2024년 /총 사업비 : 3조 3,456억원
• 최대 120km/h, 안산~여의도 25분, 원시~여의도 36분
• 국내최초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설계 : 안전성 확보

경기도 최초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시범운영(19.10)
• 첨단교통정보시스템(ITS) 기능개선, 센터제어방식
• 긴급차량 및 재난위치 실시간 파악, 예상경로 교차로 녹색신호 연장
• 출동시간 최대 76.5%단축,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확보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계고시스템 운영 시작(19.9.)
• 해당번호 전화발신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경고멘트 등,
광고효과 차단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
•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 시화호 클러스터

전국 최초 이면도로 소형 청소차 운영(19.9.)

• 풍도 풍력발전단지 조성

• 전국최초, 좌식 탑승형 청소차를 가로청소 분야에 도입
• 상록구 5대, 단원구 5대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보행환경 조성

대부도·시화MTV 에너지타운 조성 추진, 에너지 자립화 선도
•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 사업내용 : 3개 분야 13개 사업(신재생에너지 시설, 체험학습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73억 지원(19.9.)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 12배 확대 추진

- 사업비 : 3,200억원(국도시비 및 민자)

•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도시가스, LNG기지 등)
-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준공식(2019.11.7.)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월피동 광덕마을(167억), 대부동 상동마을(83.4억), 본오2동(230억)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개소(월피동, 사이동, 선부1동) 선정

2020년 신재생에너지
국비확보
1억9천900만 원

해수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선정
• 대부남동 행낙공항 선정
•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 현대화 및 특화개발 추진(79.5억)

안산시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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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대부도갯벌 람사르 인증 (18. 10. 25.)
• 대부도갯벌 4.53㎢ 람사르습지
• 우리나라 연안습지 중 9번째, 경기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등록
• 아시아 습지센터 네트워크(WLI-Asia) 가입 (19. 7. )

경기도 유일,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19. 4. 4.)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 국내 대표 관광도시 선정
• 홍보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김홍도축제,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등)
• 사업비 : 33.6억(국비 16.8억(50%) 보조)
• 14개국 주한 외교대사 초청 대부도 팸투어 ‘2020 안산방문의 해’ 관광 세일즈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성료
• 경기도체육대회(19. 5. 9.~11.),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19. 5. 23.~25.)
• 역대 최고성적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2위, 장애인체육대회 종합 3위)
•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친환경 대회 개최로 도시 브랜딩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출범(19. 5. 30.)
• 7개 도시 (안산·부천·화성·평택·김포·광명·시흥) 통합협의회 출범
• 광역 관광사업 추진을 통한 서부권 관광벨트, 동북아 관광허브 도약

「제1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수도권 최초 시화호, 전곡항 개최
• 행사기간 : 2019. 8. 15. ~ 8. 18.
• 주관 :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k-water, 한국관광공사
• 주요내용 : 경기대회(카누 등), 체험행사(스노쿨링, 요트강습 등)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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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포도, 경기도 포도 품평회 2관왕 차지(19. 8. 27.)
• 경기도농원기술원 주최, 샤인스머켓, 거봉 2개부문 4개상 수상

미래성장 동력 글로벌 도시 조성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법무부 외국인정책업무협약(19. 7.)
• 아시아·태평양 청년교류 행사 (APYE KOREA) 개최(19. 8.)
• 일시 : 2019. 8. 18. ~ 8. 27./ 20개국 220명
• 주요내용 : 리더십 개발훈련, 현지조사, 심포지엄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및 서비스 인프라 확대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 개소(19. 9.)
• 안산시 베트남 이주여성협회 설립 (19. 10.)
• 상록구 지역 한국어교육 확대 운영(청소년 2개소, 결혼이민자 1개소)
•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 결혼이민자 대상
‘SNS·블로그 마케팅 교육’ 등

대부광산 ‘복합문화 단지’ 조성 추진
• 사업기간 : 2019. ~ 2023.
• 위치 : 대부광산 퇴적암층 (경기도기념물 제194호)

제1회 안산k-뷰티 페스티벌 개최(19. 10. 20.)

• 사업내용 : 야외 공연장, 탐방로, 야생초화원 등 조성 및 문화예술공연 유치

• 제 1회 안산 K-뷰티 페스티벌을 안산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미용업계 자긍심 고취 및 뷰티산업 발전을 도모
• 관내 미용 기자재업체 제품 홍보·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역사계승사업 추진
• 독립운동사 책 발간, 안산시민의 노래 재제정, 보훈회관
(2021 완공목표),독립운동기념탑 건립 진행

대한민국 대표 생태공원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19.11.)
• 갈대습지 자연쉼터, 공원녹지의 생태적 전환

내국인이 즐겨 찾아오는 활기찬 다문화마을특구 운영
• 다문화마을특구를 방문하는 내국인 증대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콘텐츠 확보, 전선·통신 지중화 공사 등을 통한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국 최초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개발 (‘19. 12. 31.)
• 2019년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사업 시범도시로 선정
• 8개분야(인구동태,경제활동,사회의식 등), 83개의 통계지표 개발
• 다문화가구 및 외국인주민 관련 인프라 형성 및 정책수립의 토대

구 분

2014년(1차연장)

2018년(2차연장)

2019년

방문객수(추정)

2백61만명

4백85만명

5백만명

2019. 7. 무인계수기 2대 가동(다문화거리 1, 본부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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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
• 경기도 최초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18. 12. 27.)
• 안산시협치협의회 출범 (3개 분과, 70명)
• 안산시협치협의회, 대부도 최초 주민 大토론회(19.8.29.)

국토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청년창업지원주택) 공모 선정(19.4.)
• 고잔동 531-1번지(연면적 10,000㎡), 사업비 250억(국고보조금 35억 포함)
• 창업지원주택(100호), 벤쳐오피스, 창업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2022년 준공 목표

안산시청소년재단 출범, 단원청소년수련관 개관(19. 5.)

청년 소통형 정책 추진
• 청년소통공간 「(가칭)경기 내일스퀘어 안산 상상대로」 조성 추진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활동협의체
•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 추진(19.10.)

창업보육센터(4개소) 지원사업
• 지원기관 :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외 3개소
• 내용 : 보육센터와 보육업체 지원 필요한 직접비용,
보육센터별 창업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

전국 최초, 철도교량 하부 활용 창업공간 Station-G(안산)개소 (19.7.)
• 고잔역 동측 (중앙역 방면), 길이 약100m, 면적 880㎡
• 청년 등 창업가에게 창업공간(입주공간 : 13개실), 프로그램 지원

2019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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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핵심 사업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Ansan, Art) 개소 (19. 7.)
• 예비 창업자 창업역량 육성 및 시민 문화휴식공간 제공, 폐기차 2량 개조
• 이색카페 및 캔들, 석고방향제 등 문화예술공방 4개소 입주

비움 예술창작소 조성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인 창작의 기반 마련(장상동 318-1)

주민 소통공간 ‘안산 사이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개소 (19.8.)
• 안산시 최초의 주민커뮤니티시설/2014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지상4층 규모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준공(19.9.)
• 지역주민 소통을 위한 공유 커뮤니티공간/ 지상3층 규모

자치분권대학 안산캠퍼스 개설 운영 (19.9.17.~10.22.)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16:00~18:00, 총 6강
• 교육내용 : 자치분권 기본과정 (자치분권의 가치, 이론 등)
• 교육기관 : 자치분권대학 (사) 자치분권아카데미
• 수료인원 : 75명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추진 (19.10.)
•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시범동 선정 : (상록구) 일동 (단원구) 원곡동
• 주요내용 : 주민대표기구 활성화, 마을계획 이행지원 등

주민주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안산시민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
• 마을계획 실천단 활동, 4·16가족 나눔봉사단,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등
• 2019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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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NSAN
CITY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변화, 희망 안산

1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경제도시

2

생명가치 최우선 존중
안전도시

6

조화로운 개발의
미래도시

2020년
안산시 주요사업
희망 가득한 안산시를 지속가능 발전도시의
이상적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5
4
3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소통하고 함께하는
참여도시

사람과 자연의 공존
생태·문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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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경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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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단계 도심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소상공인 경영선진화를 통한 역량강화 지원

신규

• 2016년 도심상권활성화 계획에 이어 변화된 상권 분석을
통한 상권활성화 도모

계속

• 소상공인 단계별 종합 지원사업 추진
- 3개상권/5억원/1단계(상인대학)2단계

• 안산시 생생 상권 추진단 운영

(맞춤형컨설팅)3단계(경영환경 개선지원)

• 나들가게 유통활성화 지원

- 월2회/20명이내/70,000천원

• 우리동네 상권진단 시민닥터 운영

- 관내 나들가게(114개)및 예비/1억원/공동세일전,지역특화사업

• 특례보증 확대지원

- 50명이내/10,000천원

마을공동체기반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신규

마을공동체 관련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하려는 단체 및 개인
• 마을공동체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교육 및 컨설팅
※ 주민예술창작, 공동육아, 마을관리, 다문화, 대부도,

- 소상공인/15억원(5억인상)/업체당 최대5천만원(3천인상)/
경기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지원
- 환경개선(60개 점포/150백만원_점포당 최대 200만원)
- 모바일 마케팅 교육(120명, 20백만원)

생태관광분야 등 10개소 이상 발굴

• 마을공동체 관련 시 공공부문 사업 확대 및 육성사업 추진

안산사랑상품권 '다온' 활성화 추진

계속

• 확대 발행을 통한 지역 내 소비촉진과 골목경제 활성화

※ 공공부분 사업확대(3개기업에서 10개기업)
※ 2020.3.중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공모예정

- 개요 : 발행규모(500억)/소요예산(40억)

• 마을 활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융합 거점 공간 조성

- 다자녀할인추진/가맹점 할인 포인트 추진/多~온데이 페스티벌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사회적경제 협업공간
※ 150,000천원(따복폼마루 사업 공모)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2019 경기도 공모선정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통한 상권활성화

계속

• 전통시장 상점가 등록 확대추진
- 전통시장(7개소→8~9개소)/상점가(5개소→6~7개소)

• 등록상인회 자생력 강화 지원
-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사업(2019 경기도 공모선정)
- 7개상권/184,800천원_상권별 26,400천원/상주매니저를
통한 상인회 조직력 강화
- 상권 마케팅 지원(연중, 12개상권, 240,000천원_상권별 20,000천원)/
상권 특성에 맞는 마케팅사업

• 명품 상권 육성 추진
- 특성화 첫걸음시작(2019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
※ 도리섬 상점가/280백만원/상인역량강화 및 환경개선
- 주거환경개선(2019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
※ 선부광장로 상점가, 도리섬 상점가/583백만원/시설주차장
이용요금 보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신규발굴 : (사회적기업)20개소이상/(협동조합)20개소이상/
(마을기업)1개소 이상
-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1,500개)_2019년 1300여개
- 안산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재정지원(50개사/170명/13억)
- 청년 일자리 지원(45개사/60명/11억)
- 특례보증지원(연중)/공동전시판매장 운영

계속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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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 및 물가안정 도모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계속

• 소비자권익증진사업
-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사업(6개 소비자단체/17개 사업)

• 민관파트너쉽 물가안정 도모
- 물가조사, 소비자상담 사례 제공/성수기 물가안정 협업추진

• 착한가격업소 관리
- 지정업소 및 업종확대운영/인센티브 지원 및 업소 홍보강화
•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 운영
-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 지도단속/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 안산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우리 밀익는 국수마을 조성사업

신규

• 대부도방아머리음식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체험관 운영 등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 브랜드화를 통한 특색있는
음식거리 조성
- 우밀국 조성위원회 구성(주민참여, 브랜드화)/밀 재배 시범운영/
홍보활동 강화/우밀국 문화체험관 건립(장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속

- 위치 : 팔곡이동 81-1번지 일원
- 면적 143,099㎡, 사업비 678억원, 공사기간 ‘19～’21
- 분양필지 : 33필지(산업용지 28, 지원시설 4, 주차장1)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신규

•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의 확장수요 해소와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위치 : 신길동 331-1번지 일원
- 면적 362,182㎡, 사업비 1,920억원, 사업기간 ‘18~’24

로컬푸드 직매장 다온샵 건립 추진

신규

• 생산농가와 소비지의 근거리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하여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 지속적 공급하여
소비자 지향적 로컬푸드 확산
• 안산와~스타디움 1층/약 500평 규모/운영인력(10명)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
매장명

개장일

위치

면적

참여농가
판매품목

운영주체

매장형태

반월농협
로컬푸드직매장

2015.5.28

본오동

673㎡

397농가
424품목

농협

복합

안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2019.5.07

성포동

60㎡

51농가
32품목

농협

복합

비고

안산시 시정계획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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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신규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 운영 관련하여 시 인증 농특산물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향상
-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추진 : 2020. 1~ 6월
-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 2020. 하반기

본오뜰 미래형 스마트팜 개발

신규

• 자동화 설비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시설원예 재배환경 조성으로
미래형 스마트팜 육성하여 농촌체험 연계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촌관광 활성화
- 1개소/시설원예 재배농가 지원/1,200백만원/스마트 체험농장 조성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한 기업 활성화 추진

신규

• 안산시 기업지원 및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생산품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에 우리 지역
생산품 홍보 및 우선구매 독려를 통하여 기업 활성화 추진
• (관내 기업 생산품 전수조사 및 책자 발간)/120,000천원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사업지원

계속

•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홍보 마케팅, 연구장비 공동사용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30개사 180백만원
※ 해외국내 무역전시호 참가지원/31개사 내외 111백만원
※ 해외지사화 지원/10개사 20백만원
-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 온라인 홍보마켓팅(60개사 190백만원)/시제품제작지원(40개사
200백만원)/연구장비 사용료 지원(10개사 50백만원)/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지원(6개사 30백만원)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선정

신규

•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대부남동(7,948백만원)/어촌지역 기반시설 정비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사업 및 역량강화 S/W사업 추진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향상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안산시 일반현황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디지털 제조문화 확산
• 4차산업 시대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디지털 제조문화 확산을 통한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조성-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계속

• 노후된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입주기업이 원하는 창의·혁신공간으로

창업문화 활성화

전환하여 산업·문화·복지·교육·연구시설 등을 연계한 융복합 집적지를

- 관내 초중고 학생/한국생산기술연구원(운영기관)/50,000천원

조성하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활력이 넘치는 젊은 산업단지 조성

※ 초중고 디지털 제조교실(연중)/찾아가는 디지털 제조교실(연24회)

- 원시동 782번지(원시운동장)/922억 원/

안산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퇴직자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센터 운영
- 단원구 동산로 63(안산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내)/
안산시 노상 민정협의회(사업수행)/인생설계상담, 교육창업재취업에
대한 교육 훈련기관 안내, 교육훈련 제공, 상담, 동아리 지원등
- 계획 : 센터 매니저 및 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운영

창업인큐베이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제조업 대체 사업과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큐브 인큐베이팅
※ 청년큐브 3개소 50개실(예대 20, 한양대 10, 초지캠프 20)
※ 관내 청년 및 특성화고,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 운영주체 : (재)경기테크노파크/1,450천원
- 디지털제조스튜디오 운영
※ 초지캠프 내/보육중인 창업기업, 중조제조 기업, 일반시민/한국
생산기술연구원(운영주체)/10억
-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팅
※ 운영주체(한양대, 안산대, 중진공, (재)TP)/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116,668천원/특화사업에 대한 별도 지원

기업지원시설, 산업시설, 문화복지시설

안산형 다문화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안산형 다문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
- 다문화가구 밀집지역/50명(우리마을가꾸기_40명,학습보조_10명)/
250,000천원

안산형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계속

• 여성과 어르신, 경력단절 등 취업희망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안산형 일자리 창출려 재정일자리 내실화 도모
-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공공일자리 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안산형 좋은 일자리 개발

안산시 시정계획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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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J O B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계속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일정수준 소득을

청년창업지원주택(소호형 주거클러스터)조성사업

신규

• 청년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 청년창업가이드 사업

- 고잔동 531-1/지하3층~지상16층/창업지원주택 100호/250억

※ 지원대상(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지원내용(신규직원 인건비 90%_1인

반월·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최대 180만원)/101백만원
- 안산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 지원대상(청업기업 및 우수아이팀 보유자)/지원내용(취창업지원 및
아이디어 경진대최개최, 네트워킹 지원)/546백만원
- 워라밸 일자리창출 사업
※ 사업규모(20명)/지원대상(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내용(수습인력 인건비 50%_1인최대 100만원)/200백만원

안산 일자리센터 운영

계속

• 구인·구직 문제에 대하여 ONE-STOP 시스템 구축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추진
- ONE-STOP 일자리센터
※ 설치일(2010.3.)/민원동 2층/40명(공무원 4명,
직업상담사 36명)/1,448백만원

계속

• 데이터기반 IT기술을 접목하여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신산업을 창출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스마트 선도 산단」 추진
<생산유발 3조 이상, 부가가치유발 9천억 이상, 고용유발 9천명 이상>
- (국가주도사업)/1조1,605억원/25개사업
- (안산시발굴과제)/1,812억/22개사업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계속

• 안산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신성장 기반 마련<전·후방 연관 산업 집적으로 부가 가치
516억원, 고용 1,139명, 생산 1,287억원 유발효과 기대〉
-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기술핵심기관(한양대 ERICA),
사업화 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 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업화 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 안산 919취업광장 : 연 12회(매월 19일)/희망 Job go :
연 12회 (매월 첫째주 목요일)/동행면접(수시)/기타 취업교육
-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운영
※ 기업 생생정보통 운영/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 운영(월4회)/
청년층 면접복장 서비스(청년 취업홈런옷장)운영

디지털 제조문화
확산을 통한
창업문화 활성화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안산시 일반현황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2020 안산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완성됨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신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및 만족도 조사

후속사업으로 '안산 방문의 해'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2019. 11. 5. 선포식 개최 / 올림픽기념관 / 500여 명

2020 안산 방문의 해 공식여행사 지정

- 주요내용 : 3개 사업추진
※ 김홍도축제,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홍보마케팅

방문의 해 기념 스토리텔링 공모전

- 소요예산 : 300백만원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신규

방문의 해 기념 홍보대사 운영

• 염전체험장 조성을 통한 지역향토자원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 위 치 :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60,514평방미터)

방문의 해 기념 관광포럼 개최

- 내 용 : 염전체험장, 숭어잡이, 족욕장 등 운영
- 사업비 : 1,570백만원(매입비 제외)
- 계 획 : 2020년(기본계획 구상 및 실시용역/개발행위 허가)
2021년(시설착공 및 준공/운영조례제정)
2022년(위탁체결/시설운영)

5대
추진사업

2020 안산 방문의 해

안산시 시정계획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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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T O U R I S M

안산식물원 체험시설 확대
말체험 운영
새로운 경험과 놀거리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부해솔길 정비

계속

• 대부해솔길의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 위 치 : 대부해솔길 7개 코스(총74킬로)
- 사업비 : 260백만원(유지보수 60백만원/정비사업 200백만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계속

- 사업비 : 80백만원(어린이 짚라인 체험장조성 50백만원,

• 폐 기차 및 폐 철로를 활용한 도시 재생 및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2020 안산 김홍도축제’ 개최

계속

• 인문자산인 세계적 화가 김홍도를 주제로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계속

• 조선시대 안산군의 유일한 교육기관일 향교를 복원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고 교육문화 공간 마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30백만원)
신규

• 대부광산퇴적암층의 문화재 역사가치에 경관가치를 더해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함
- 대부와인과 함께하는 재즈파티, 대부광산 백악기 이야기, 파사드 공연,
- 사업비 : 200백만원

•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 확대 조성(기차 1량 추가 구성)

온고지신 안산향교 복원

- 위 치 : 화랑로 259번지

등공예, 별관측 등

계속

- 테마별 축제 개최(‘퐁속’으로가는여행/홍도야놀자)/200백만원

• 캠핑장 시설개선을 통한 다양한 수요 충족

대부광산에서 보물찾기 문화 프로젝트 추진

철길 명품 문화예술거리 조성

- 수암동 352번지/건립연도(1569년)/소유자(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
현재 연구용역 진행중(2019.9.~2020.2.)

안산식물원 활성화를 위한 말체험 운영

신규

• 체험시설 확대를 통한 영유아 및 청소년에게 새로운 경험과 놀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이동 615번지 일원/70백만원/포니, 조랑말 체험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안산시 일반현황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안산갈대습지 내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계속

• 도심 내 환경교육의 거점역할을 할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시설의 기반을
마련하여 갈대습지 방문객들의 힐링장소 및 편의 제공
- 해안로 820-96(사동 1031-8)/1,125.4제곱미터/3,455백만원/
생태환경 교육, 체험활동 및 전시 등

대부도 농업 해양 문화 관광단지 조성

계속

• 대부도 농업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
사용지(舊 바다향기테마파크) 활용, 외부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써 농업
해양 문화 관광 거점으로 적극 활용
- (계절별 경관작물 대규모 조성)/2020. 1.~ 12./
계절별 경관작물 (화훼류 등) 파종 및 관리
- (시화간척지 시설물 관리)/2020. 1.~ 12./
관찰데크, 순환 산책로 등 각종 시설물 개선 및 보완
- (시화간척지 수목 및 잔디 관리)/2020. 3.~ 11./
잔디깎기, 풀깎기, 액비살포 등 연중 유지관리
- (명품 가로수 조성·관리)/2020. 3.~ 11. /
숨틀 설치, 병충해 방제 등 연중 생육 관리
- (해안 양묘장 조성·관리)/2020. 3.~ 12. /
해당화 등 대부도 향토 수종 식재, 제초·관수 등 유지관리
-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모니터링)/
2020. 4.~7. / 9~ 10./염생식물 군락지 등 간척지 생태자원 활용
자연체험, 공예체험 등.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사업

계속

•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공모에 참여하여
2015. 7. 27. 사업 대상지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선정
-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시화방조제 전면 해상)/2016년 ~ 2023년
122,833백만원/144,700㎡(수역시설 74,400㎡, 육역시설 70,300㎡)
- 위치 :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시화방조제 전면 해상)
-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 총사업비 : 122,833백만원(국비 29,439, 자체자금 93,394)
- 시설규모 : 144,700㎡ (수역시설 74,400㎡, 육역시설 70,300㎡)
- 도입시설 : 클럽하우스, 선박 계류 및 수리 보관시설, 호상복합시설,
상업시설, 마리나 빌리지, 기타 편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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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 U R I S M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관광

계속

•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으로 사리포구 재현이라는 옛 역사·문화 자원 복원과
시화호 수면 이용성 증대 및 수변문화 공간의 활용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창출
· 안산천 하구, 시화 MTV 반달섬, 대부도 구 방아머리선착장/
7,000백만원/선착장 및 부대시설 3개소, 운항선박

안산별망어촌문화관 건립

계속

• 사라진 어촌자원을 시화호 어촌문화시설로 복원하는 문화관을 건립하여
지역어촌관광 문화사업 육성
- 시화 MTV 제89호 문화공원/29,000백만원(건축), 1,167백만원(전시공간)

풍도 연안바다목장 조성

계속

• 풍도 해역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에 의한 어장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바다목장 조성의 서식기반을 구축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 안산시 풍도해역 1개소/5,000백만원/어류 및 패류 어장조성, 자원조성,
수산자원량 변동추이 분석 및 경제성 평가 등

방아머리 연안정비 사업

계속

• 대부도 방아머리지구에 침식 방지를 위한 호안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 등을
통해 해안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화호조력발전소, 방아 머리 마리나항 조성,
대부해솔길 등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대부도, 농업 해양 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적극 활용

- 사업내용 : 생태숲(11,995㎡), 문화공원(70,468㎡), 양빈(116,296㎥)
- 사업기간 : 2018 1. ~ 2021. 12.
- 사업비 : 9,122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안산시 일반현황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생명가치
최우선 존중
안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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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S A F E T Y

2020 안산 시민안전 페스티벌

신규

• 유관기관, 시민단체, 기업 참여를 통한 안전인프라 구축
- 호수공원 중앙광장/40,000천원/안전관련 체험 프로그램,
안전공연퍼레이드, 안전용품 전시 등

범죄예방설비
IOT기술
확대 설치 범죄 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범죄예방 안심도시 만들기

계속

• 시민이 참여하는 안산시자율방범대 지원
• 아동안전 지킴이 ‘로보캄순찰대’운영

여성 안심 도시, 1인 여성가구 범죄 예방 빅데이터 분석

신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인 여성 가구 범죄 예상 취약지역을 도출하여 정책

아동여성 성범죄 방지 안전대책 추진

추진시 우선

계속

• 성범죄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 협력기관 : 안산시, 경찰서, 성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시민참여당 및 학교 관련 유관단체 등

• 추진내용 : 안전마을 조성, 셉티드 디자인사업, 폭력예방 교육, 홍보 등
• 안전시책 : 스마트폰앱 성범죄자알리e, '안전귀가서비스' 무인택배함,

-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범죄 취약지역 위험도에 따른 정책 지원/22,000천원/
활용데이터(주민등록전산시스템, 건축물행정시스템, CCTV 가로등 보안등 현황,
경찰 신고 데이터, 방범순찰지역 등)

고품질 안전먹거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계속

•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지원 및 급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우수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불범촬용점검반 등

친환경 먹거리

• 소요예산 : 30,000천원

공중화장실 내 범죄 제로! 범죄예방설비 확대

신규

• 공중화장실 이용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IOT기술을
확대·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이용만족도 제고
- 공중화장실 97개소/ 117.000처원/IOT 비상벨 연동 무선스위치 설치 및 관제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 및 지구대 긴급출동)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추진

적용함으로써 안심하고 안전한 안산시 이미지 제고

계속

•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을 통한 시 위상제고와 안전도시구현
- 추진실적 및 계획(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2013.1.)/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조성
- (무상급식 지원사업)2020. 3. ~ 2021. 2./162개교(사립유치원53, 초등학교55,
중학교29, 고등학교24)/21,700백만원
※ 사립유치원 : 6,638명 1,812백만원
※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 72,681명 19,888백만원
- (고품질 안산쌀 급식 지원사업)/273개소/553백만원
-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사업)/88개교/2,920백만원
- (학교·유치원 우유급식 지원사업)/유치원(94개원),
중고특수학교(110개교)/1,550백만원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2016.3.~2018.12.)/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초등학교(55개교)/170백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제출(2019.12.)/공인선포식 개최(2020.1.~10.)

-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25,226천원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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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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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W E L F A R E

희망을 이어주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계속

•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다문화 등 계층별
인구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 임대주택현황(2019.7.기준) : 총 7,732호(전세임대 5,324/
매입임대 4,318/쉐어형청년주택 23/징검다리주택 67)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

주거복지운영기관

신혼부부, 청년 주거복지 강화

계속

• 상대적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노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계속

-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 대상 : 관내 거주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 근로자 복지시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현황

무주택 신혼부부(2인기준 523만원)

- 근로자종합복지관(한국노총 안산지역본부)/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민주노총 안산지부)/

※ 지원금액 : 최대 1백만원(대출잔액의 1.25%)_연1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2019년 6월말 실적 317가구 300,000천원
※ 청년주택공급

- 노동자 권익 증진
※ 3개소 위탁운영(1,663백만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쉐어하우스 등/주거복지기관등과 협업추진

※ 한마음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2개동 286세대)/

2019.7.기준 23호 43명 입주

안산도시공사(시행자)/공사기간(2019.8.~2021.8.)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

※ 복지증진 및 사진진작 사업추진(145백만원)/워크숍 및 기념행사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노인분야)선도사업 추진

신규

•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진입에 앞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통합돌봄 제공
- 대상(만60세 이상 장기입원 퇴원환자, 2가지 이상 만성질환자,
돌봄 사각 지대 노인 및 사회적 참여 가능자)/

계속

• 다문화특구내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국적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도모
- 원곡동 746-6/지상3층/2,255백만원

맞춤형 노인복지 추진

계속

•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르신 사회 안전망 확대
- 2019년 58개 사업 3,971명(2018년 대비 689명 확대)/

케어안심주택, 소소한家 등 노인 맞춤형 주택, 방문의료,
영양식 지원 23개 사업 지원/21억원

신규 공공 일자리사업 발굴(6개 분야 461명)

•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여가사업 지원

호국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신규

•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119개 강좌, 1,890백만원)/
노인지회 2개소 운영(29개 사업, 741백만원)/

- 본오동 878-2 / 7,803백만원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 운영(53명)/

- 지하1층 ~ 지상4층(연면적 2,387.34㎡)

1경로당 1취미여가 프로그램 지원(130개소, 55,388명)

• 신체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돌봄 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나이제한

운영(119명, 161건)

폐지(2020.1.1. 시행)
- 65세 이상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65세 미만까지 지급

계속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연차별 수립실행
- 민관협의체 구축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 : 대표협의체(30명), 실무협의체(30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543명)

• 저소득노인 생활안전 복지사업
- 기초연금(42,369명)/폐지줍는 어르신 사업/건강보험지원(2천명)/

(추가 지급대상 약 1,000명)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지 강화

지원(1,630명)/응급안전알림서비스(948명)/노인상담센터 2개소

노인목욕바우처(6,686명)/무료급식(경로식당 13개소, 1,522명, 배달
340명)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안산시 일반현황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Welfare City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노인복지 시설확충 및 시설개선

계속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 현황(총 259개소) : 노인복지관(3개소), 경로당(256개소)
- 방아머리경로당 신축 건립(대부북동 1855-73/705백만원/지상2층
- 안식경로당 개보수
- 임창 경로당 재계약(샛뿔경로당/본원경로당/선암로경로당)

편견없는 지역사회, 장애친화 생활업소 지정

신규

• 물리적 제약과 편견으로 생활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환경이 좋은 업소를 지정,홍보하여 장애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인증현판 부착(의료기관, 미용식, 음식점, 카페 등)/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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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 L F A R E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확대

계속

• 국가지원사업에 추가적으로 시 차원에서 24시간 서비스 확대 지원
- 지원대상(필요대상 선정)/20명/886,464천원
- 2022년까지 60명 확대
- 2019년추진실적 : 12명/399,454천원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재가의료 시범사업 추진

계속

• 의료급여 수급자의 퇴원후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환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인원(25명)/65세 이상 장기입원자 중 재가치료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필수(의료, 돌봄,식사,이동),선택(주거,난방)/131,579천원

'국민이 만드는 출산정책'정책 국민디자인단 사업
(2019.3.13.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공모선정)

신규

• 정책 국민디자인단(국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을 통한 출산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

행복출산 양육공감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계속

• 출산과 양육에 대한 행복공감 인식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 구성(총28명)/안산시 맞춤형 3개사업 추진/1억원

- 아이 출생 장려 지원

- 출산정책개선사업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이상 3백만원

※ 1단계(출산축하용품 개선 및 놀이카드 개발 연구용역)
※ 2단계(출산 종합정보 테이터 체계 분류 연구용역)
※ 3단계(출산정보 DB구축 및 웹사이트 개발)

일상에서 누리는 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 출생축하용품(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지원
- 다자녀 가정 지원
※ 학자금(넷째이상 고등학교, 다섯째 이상 대학생)

계속

• 2021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제2단계(2017~2021)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재지정을 위한 성과실적 준비)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35명) 및 시민참여단(41명) 활성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지원
- 여성친화 안전사업 추진 및 성평등 교육 강화

※ 양육비(셋째아 이상 만5세까지 월3만원)
- 임산부&신생아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 안산시거주임산부/1년지원(소멸성)/사망, 후유장애, 의료사고,
골절, 화상 진단 등 7개항목
- 행복출산 양육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
※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42백만원)/콘텐츠공모전(3.5백만원)/
프로그램 운영(40백만원)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속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건강, 양육, 보호, 교육을 보장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환경조성
- 2020년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목표
- 추진실적

장애친화
생활업소 지정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2019.1.)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협약(2019.4.)
※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9.5.)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 시스템 구축운영

계속

• 방과 후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 대한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 안전망 확충
- 온종일돌봄 = 학교돌봄(초등돌범교실)+마을돌봄(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
대상(만6세~12세) /
장소(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등)/방법(민간위탁) /
시간(10~19시) / 쉼터, 간식제공, 숙제지도, 프로그램 등
※ 2019설치장소(2개소/신길휴먼시아4단지, 고잔동 안식경로당)
※ 2020년 3개소 이상 확충계획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안산시 일반현황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Welfare City
맞춤형 드림스타트 운영

각종 체육복지센터
행정복지
문화센터 건립

계속

• 빈곤가정의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괸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선제적 사회투자 가치필요
- 사례관리 내실화와 전문성을 통한 아동 통합사례관리
-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네크워크 구축 강화
- 지역자원 및 후원기관 지속 발굴로 복지연계망 구축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시범운영

- 예산 : 1,049,324천원
※ 2004.4.(위스타트사업 전국최초 시범실시/

식품안전관리 도모

2009.3.(드림스타트사업시작, 선부1동)/

· 노인요양급식시설(114개소)/100,000천원/운영

2012.7.(드림스타트 사업 안산전역확대)/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_위탁)/

2014.1.(드림스타트 통합운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비, 운영비)

각종 체육복지센터 및 행정복지, 문화센터 건립

신규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및 운영비 지급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급식비,운영비 지원/사업량(17,862명_정부미지원 14,030,
정부지원 3,832)/2,023,881천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기반 마련
- 근거(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1인당 22만원지원)/방법(아이행복카드로 보호자가 결재)
※ 2019년 실적(1,658,600_6월기준)/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질 향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동 등)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10개소 목표/1,200,000천원(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보육실, 교육실, 체험 및 놀이공간, 다목적강당 등/
2020.7.준공
- 본오동 940/1,659,000천원/

- 일동 707번지일원/2016.8.~2021.6./7,780백만원/

•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초지동 667번지/2017.5.~2020.7./8,780백만원/

• 월피체육문화센터
계속

•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설치대상 시설을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

- 초지동 667/8,780,000천원/

• 일동 체육문화센터

시간제 보육실, 체험 및 놀이공간, 사무실, 강당 등

2020년 예산(4,237,200천원_1,605명)

•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영장, 체육관, 주민복지시설

•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탁구장 등

대상(안산에 주소지를 둔 어린이집 재원 등록 외국인)/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대부동동 산 148-4번지/2015.7.~2020.6/총 266억원/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동대본부, 대회의실 등

• 다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지원을 통해

공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 화정천동로 252/2016.9.~2020.11./7,746백만원/

계속

• 아이러브맘카페(2호점)건립사업

신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르신 급식의

계속

- 시낭로 45/2017.1.~2021.12./17,800백만원/
수영장, 다목적실 등

•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 충장로 468번지/2016.9.~2020.11./7,660백만원/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동대본부, 대회의실 등

• 월피예술도서관
- 월피동 491번지/2017.1.~2021.8/9,988백만원/
예술특화작업실,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마을에 대한 공공형 택시 지원
•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생활권 보장 및 복지증진
- 반월동 지역운행(2017.2.~)/5개마을/이용료(1천원)

장남감 및 도서대여실, 수유실, 놀이실등/

- 대부동 지역운행(2019.5.~)/5개마을/이용료(1천원)

2020.10.준공

- 소요예산 : 100,000천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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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복지

신규

• 소 생활권 중심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월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
· 반월보건지소(지상1층~4층)/805,244천원/건강증진 사업 등

주민친화형 맞춤형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속

• 치매예방부터 진단, 돌봄까지 주민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채매환자 및 가족돌봄 관리)
-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치매안심마을운영/자원봉사자양성/
봉사모임 운영 관리/치매인식개선/컨텐츠 홍보 및 확산)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감도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신규

• 공단지역 사업주·외국인근로자 특성을 반영한 수혜자 중심의
사업장 방문의료 지원사업 통한 의료접근성향상, 외국인 건강권 보장 및
안전한 사업장 제공
※ 안산시 - 국제보건의료재단 - 고용노동부 상호 MOU 추진(2019)
- 지원내용(1차진료, 감염병검진,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50,000천원

의료감염 ZERO 우리동네 안심병원 지정운영

신규

• 의료감염에 취약한 중소병원에 병원환경관리, 병문안 문화개선 등 원내
반려견 놀이터(신길동)

의료감염 예방활동으로 감염위험 최소화
- 병원급 의료기관 15개소(요양병원 10, 일반 중소병원 5)
- 병원환경관리, 병문안 문화개선등 원내 의료감염 예방활동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신규

•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신길동에 주민밀착형 예방중심의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격차 해소
- 신길중앙로 15/지상 3층/주민참여실, 신체활동, 금연클리닉,
통합건강상담실, 보건교육실 등/2020.1.개소예정

건강플랫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계속

• 공공서비스 지역기반 구축 및 기능적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방문간호 인력 배치) 인프라 확대 추진
-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보건복지 서비스 내실화
수행으로 통합사례관리 구현 및 서비스 질 제고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속

• 쾌적하고 안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생명존중 및 동물복지 실현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기여
- (동물보호센터 건립) 신길동 1037-105외 5필지/2,500백만원/
보호실, 치료실, 격리실, 교육실 등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약 5,000평방미터 규모/200백만원/
놀이터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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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W E L F A R E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규

• 지역사회 인재 육성·역량 강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신규

• 청소년활동시설이 전무한 주택밀집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제공

교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
• 안산시 거주 대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록금 중 각종 학자금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 본오동 723(반월공원 내)/3,680백만원/
동아리실, 특성화프로그램실, 정보검색실, 휴게실 등

- 대학생 최대 8회(동급 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 미지급)
- 연 최대 200만원 한도(등록금 선 납부 후 본인부담 등록금 신청)
지원단계
- 1단계 : 국민기초가정,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 셋째이상 학생
- 2단계 : 1단계 + 차상위, 한부모가정

무상교복 지원

계속

•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절감 및 공교육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구현
- 중고등학교 신입생/1인당 30만원/2,690백만원
비인가 대안학교 진학 신입생 교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3단계 : 2단계 + 소득분위 6분위까지

(안산시 교복지 지원조례_2019.9.)

- 4단계 : 전체 대학생

테마별 좋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단계별 대상자 중

계속

•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1.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활권내 도서관 조성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2.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① 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다양한 교육, 문화 공간으로서의 중추적역할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 (월피예술도서관)/2019.11.~2022.6.

3. 29세 이하 대학생

- (본오3동상록수도서관)/2020.1.~2022.10.

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에 재학

- (와동교육도서관)/2020.1.~2022.12.

5. 모든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스마트허브산단 근로자 러닝센터 구축 및 운영

신규

• 산업시설 위주의 스마트 허브에 평생학습, 연구모임, 문화, 여가 등
근로자(시민)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한 근로자 러닝센터 구축·운영
- 원시동 773-9/20억(국비)
※ 근로자 러닝센터(평생학습과)/문화재생사업(산업진흥과)/
카페(단원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수영장, 피트니트센터(산단공 위탁)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19.6.12.)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안산시 일반현황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소통하고
함께하는
참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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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시민협치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시민밀착형 협치 대토론회 개최와 소통 행정 추진

신규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실질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위해 분기별 1회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시민대토론회 실시

주민 자치회 시범동을 운영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공포 : 2019. 10.

자율참여·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교육·홍보

계속

계속

• 공단지역 기업인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한 기업관련 정책건의 및
계속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사업 홍보 : 25회 / 811명
• 사업담당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 2회 / 164명
• 사업공모, 제안대회, 예산공개시스템, 보도자료 등 참여와 홍보 병행
• 주민참여 확대 및 참여계층의 다양화
- 동 지역회의 참여자 공개모집(분야·계층 안배)으로 신규참여 활성화

영역확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2020.7.)

신규

• 독립기관인 시민옴부즈만 설치를 통한 중립적 입장에서의 시민을
대변하고 구제하는 제도 마련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살맛나는 SNS 활성화

계속

- 조례개정으로 참여예산위원 확대(80명→100명)

• 뉴미디어를 통한 생생정보와 공감 콘텐츠를 제공

- 찾아가는 예산학교, 청소년위원회 운영, 설문 등 참여기회 제공

• 페이스북 외 5개 채널(카스, 블로그, 카카오톡 플친, 인스타그램,

•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동 지역회의 운영

트위터)를 통한 상호소통

- 민원성 제안사업 한계극복 위해 시 주요사업, 마을만들기와 연계

- 톡톡튀는 시선으로 소식을 전할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구성(2019.1.)

- 동 지역회의 운영 퍼실리테이터 지원 확대(기존 5개동→ 10개동)

- 2019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_혁신경영부문(2019.4.30.)

- 주민의 자율적 참여유도 지역회의 우수동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2019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_도시재생 부문(2019.7.24.)

• 주민제안 창구 다양화
- 온라인 365일 제안창구 운영, 사업공모 활성화, 테마별 제안대회 개최

시민 공감정책 추진 의견 조사

신규

•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정책방향 재설정

청년을 위한 문화 소통 공간 운영

신규

• 안산 제1호 청년소통공간 ‘상상대로’ 운영

소통과 협치를 위한 주민 참여 환경 조성

계속

• 시정공유를 위한 주민과의 열린 대화 개최 (연초, 25개동)
• 통장들과 실시간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체계
「스마트 밴드」운영

2019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도시재생 부문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안산시 일반현황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사람과 자연의
공존
생태·문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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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시민협치

스포츠와 삶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안산 구현

신규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신규

• 차별 없는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안산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 청소년활동시설이 전무한 주택밀집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 유·청소년, 저소득층 등 스포츠 소외계층 체육활동 프로그램 추진

•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제공

- 유·청소년 축구리그 운영, 어머니 배구대회 개최, 건강체육교실 운영 등

•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
- 일동·월피·관산 체육문화센터 및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

명품예술도시 음악창작소 조성

신규

•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음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 조성하여
음악인들의 자생력 강화 및 음악 생태계 조성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

신규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의 문화·공동체 교류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국제적인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

생생버스킹

신규

- 인기있는 예술활동인 버스킹 장려, 건전한 놀이 문화 형성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신규

• 개방형 예술창작소의 조성으로 예술인 창작 기반 마련 및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대부광산퇴적암층 관광명소 조성

신규

• 대부광산퇴적암층의 문화재 역사가지에 아름다운 경관가치를
더하여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관광명소로 조성
• 대부광산퇴적암층의 자연 음향(에코)를 활용한 야외공연장 및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문화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계속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상징적 의미와 역사성을 담을
산업역사박물관 건립하여 산업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산업인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

월피 예술도서관 건립

신규

• 월피동 내 예술도서관을 건립하여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
지역주민의 교육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

4.16생명안전공원 조성

신규

• 시민·유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생명안전공원 조성
- (국제공모 추진) 세계적 명소로 예술성과 친근성 담보

인권·다문화

(미국) 911 테러기념공원, (독일) 베를린홀로코스트,
(영국) 다이에나 추모공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신규

다문화 어울림 예비학교 지원

신규

• 쾌적하고 안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생명존중 및 동물복지 실현

• 다문화 및 이주배경의 학생들에게 언어 및 기초학력 증진 지원

•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보로 건전한

•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원

반려동물 문화 정착 기여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조성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조성
신규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6

계속

• 고려인문화센터 지속운영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 사업기간 : 2018. ~ 2022.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 유도

• 사업비 : 380억원(건립비 294, 부지비 86)

- 고려인 4세대 교육여건 개선

• 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10,448㎡, 대지면적 3,436㎡)

- 고려인 주민 인식개선 강화

• 주요시설 : 전시실, 체험교실, 체육교실, 강의실, 사무실 등

- 고려인 주민 정책 강화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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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조화로운
개발의
미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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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 N E R G Y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규

• 안산에너지 비전 20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도
지역에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청정도시 조성에 기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신규

•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의 확대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대기질을 개선하여 청정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

계속

• 대부도·시화호 지역에 대규모 풍력·조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
• 시설용량 1기가 프로젝트를 추진, 안산 에너지 비전 2030을
달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 인허가 이행(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허가 등) : 2020. 3.
- 착공 및 준공 : 2021. 1. ~ 12.

• 풍도 해상 풍력단지 조성사업
- 발전사업 허가 보완 제출(풍황계측자료) : 2020. 3.
- 착공 및 준공 : 2022. 1. ~ 2024. 12.

시화 MTV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계속

• 스마트허브 내 대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을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감도

전국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활용 시화MTV 75호 공원부지 내 시화MTV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속

• 공공청사 및 일반주택 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안산 에너지 비전 2030에 따른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거점도시 육성
• 연도별 목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전력자립도(%)

84.53

86

96

100

120

175

200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9.38

9.43

16(12)

16(12)

28(18)

49(25)

52(30)

※ 2019년 실적 : 전력자립도 84.65%, 신재생에너지 비중 9.51%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계속

• 대부도 경제·관광 인프라 구축과 도시발전 수요에 대비하고자 도시가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대부도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생활환경을 개선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체험관,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 제로 도시 조성

대부도·시화호 지역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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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신규

• 주거지역 내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Air-Green 화랑 쌩쌩길 조성

신규

• 화랑유원지 주요산책로에 도심열섬, 폭염, 미세먼지 저감 및

악화됨에 따라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도심속 휴식처 제공을 위한 특화형 생생 건강로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차고지 내 휴게시설을 확충하여 대형차량

생태·환경적 기능회복 및 녹색 네트워크 구축

운전자의 삶의 질 개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

신규

• 스마트 허브와 주거지역 경계 등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신규

•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을「관광 + 여가·레저 +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제공

신규

• 도시화에 따른 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 주요 발생
시기에 살수차를 임차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능동적으로 대응

스마트 대기환경 관제 시스템 고도화

신규

• 반월시화산단의 영향지역의 주거형태가 고층아파트로 변화함에
따라 대기환경 관제(환경컨트롤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및 악취측정기(센서) 약 30개소를 설치(격자방식)
- 도시환경변화를 반영한 연직고도별 악취 확산 모델링 시스템 개발
- 노후측정기 교체 및 보강(GC 6대, IC 4대, LC 2대) 등 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 적수, 백수 사고로 인한 불안감 증대에 따라 시민 물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간 수질측정, 원격 누수감지 등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체계를 구현
- 실시간 수질측정, 원격 누수감지 등 자동감시 설비 설치
- 대부동 블록 세분화
- 제어감시 대형 상황전광판(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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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공원(제47호근린공원) 조성사업

신규

• (팔곡일반산업단지 개발 관련 훼손지 복구사업)
• 위치 : 상록구 건건동 339-1번지 일원
• 위치 : 16,794㎡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

계속

• 2016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과 연계,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 및 표준인증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추진
- 사동 90블럭 내/465억원(건물신축 300억원)/
데모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대표 공급, 수요기업,연구소 컨설팅사 등이 입주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공간마련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성(안)
구분

구성

주요기능

면적

목표

데모 스마트팩토리(1~5층)

입주 및 지원시설(6~10층)

주차장(지하1~지하4층)

•기반구축사업 장비 구축 등(27종)

•제조혁신지원 유관기관
•공급기업/R&D연구소
- SW, 모듈, 센서 기업 등

•주차 약140면

•스마트제조혁신 연구시설
- 글로벌 표준·인증 지원
- 스마트팩토리 컨설팅 지원 등

•산학연관 R&D지원시설
(지원기관, 교육/세미나실 등)
•공급기업 입주시설

•주차장

•4,496㎡ (1,360평)

•6,083㎡ (1,840평)

•5,950㎡ (1,800평)

자동화 공정라인

+ 디지털 생산라인

스마트제조혁신 거점조성을 위한 “민관합동형”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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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강소기업육성 사업 2단계

2019년 민선7기 주요 성과

2020년 주요 핵심 사업

계속

• 사업기간 : 2019.1월 ~ 2022.12월 (4년)
• 사 업 비 : 50억원/4년 (‘19년 10억, ‘20년 15억, ‘21년 15억, ‘22년 10억)
• 수행기관 :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기관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내용 : 관내 우수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추진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 업 명

계속

(2020년 예산 기준)
사업비(백만원)

국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육성사업(4개년사업)

1,050

1,000

-

50

-

SW중심대학 지원사업(4개년사업)

2,750

2,000

-

50

7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5개년사업)

4,325

3,947

60

50

268

768

-

230

538

-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

1,230

-

600

234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1,340

440

500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 사업

800

364

안산IT·SW기업성장지원 사업

300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기술닥터 사업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기업 지원

계

도

시

사업내용

합계

기타

전담기관
(주관부처)
한양대
(교육부)

대학 산학협력 지원

한양대
(과기부)
한양대
(교육부)

기업 맞춤형 현장애로기술 지원

경기TP

396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및
공정혁신 지원

경기TP

350

50

기술수요 발굴, 글로벌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

경기TP

-

364

72

SW융합제품 개발 및 상용화,
품질관리 지원

안산정보산업
진흥센터

-

-

300

-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IT·
SW산업 육성

안산정보산업
진흥센터

500

-

-

500

-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 지원

400

-

-

400

-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지원

13,463

7,751

1,390

2,836

1,486

복합 문화쇼핑타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속

• 인천발 KTX, 서해선 등 초지역세권 주변 시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
- 초지동 666-2번지 일원/133,782평방미터/도시개발구역(2009.8.11.지정)/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방식
- 사업시행자 : 안산도시공사
- 주요시설 :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및 기반시설(공원, 녹지, 도로)등
※ 2020년 추진계획 :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 2021년 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민간사업자 공모/사업협약 체결
※ 2022년 추진계획 : 현물출자/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설공사

경기TP
경기TP
(중소벤처
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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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환경

계속

•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 개발모델을 구상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위상 제고
- 사동 1640번지 일원 / 325,226.4 평방미터 /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 ASV, ASH, 주거단지 등 도시 인프라와 연계한 스마트기반 구축
- 사동 89블럭 스마트도시 특화전략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19.6.24.~2020.4. / 용역비(595,800천원)
※ 2020년 추진계획 : 특화전략 및 기본구상/민간제안 공모
※ 2021년 추진계획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사업시행자 지정
※ 2022년 추진계획 :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개발사업 시행(2023~)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계속

•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이 어우러지는 명품 랜드 마크 정주단지 조성
- 사동 1639번지 / 369,835평방미터 / 안산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주)
- 주요시설 : 주거시설, 복합R&D, 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공공시설
- 2020년 추진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1·2차입주 준공 /
시설물 인수 및 무상공급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복합개발

계속

• 초지동 747번지 / 51,898.3평방미터 / 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2009.11.27./275억원_현공시지가 977억원)

안산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가구를 위한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과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장상지구(12,900호/2020년~2026년)/신길지구(7,700호/2020년~2025년)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계속

• 시가화예정용지로 예정된 사사동 일원에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
- 사사동 340번지 일원/2,166호/1,25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속

•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 제고
- (월피동) 지역과 대학의 역사가 되어 흐르다/월피동 508-2번지일원 (광덕지구) /2019~2022/167억원/
광덕어울림센터, 보행자중심거리,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
- (대부동) 구전마을 상동,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찾아서/대부북동 467번지 일원/2019~2021/83.4억원/
생활SOC어울림센터, 여성문화공간, 주민문화시설 등
- (본오2동) 보니마을/230억원

2030 안산의 미래

90만명

30%

15㎡

인구

신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숲 면적

1만명
인간 문화예술
참여자 수

200%

110%

에너지자립도

주택보급율

780개소

4,700만 원

50개소

도시보건시설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도서관 수

50만개

300개소

86만원

일자리 수

안전마을

1인당 사회복지예산

2018~2019년 안산시 기관평가 수상실적
•2018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우수상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우수)등급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2018 신규도시 회원 선정
•자원회수시설 효율화 기여 감사원장 표창
•2018년 결핵환자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우수기관
•2018년 치매극복의날 유공기관 장관표창 우수기관
•2018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대상(레이크댄스팀)
•2018년 정신건강증진 유공 표창 도지사상
•2018년 도서관 우수 독서 프로그램 공모 사업 우수 독서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유공 도지사상
•2018년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 일반협업 부문 ‘우수상’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고잔동), 장려상(사이동)
•2018년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
•2018년 경기농정업무평가 우수
•2018년 음주폐해 예방의 날 우수기관 선정 장관상
•2018년 전국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우수상(2017실적)
•제11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2018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2018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 우수 학술 포스터 ‘은상’
•2018년 제3회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 1등
•2018년 경인히트상품 자치단체부문 글로벌정책분야 ‘대상’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2018년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2018년 주거복지 유공 장관상
•경기대표 관광축제 선정(도비 5천만원 확보)
•2018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장관상
•2018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 2등
•2018년 치매정책사업 우수 치매안심센터 선정 우수상
•2018년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시상식 장관상
•2018년 지역복지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장관상(우수상)
•2018년 부모모니터링 우수 운영사례 공모전 우수상
•제2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2018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종합평가 장관상(최우수)
•2018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실무사례협의회 장관상(우수)
•2018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평가 대상
•2018년 보육사업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상
•2018년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2018년 외식산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대상
•2018년 주민등록, 인감(서명확인)제도 운영 유공 장관상
•제14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우수 지방자치단체(장관상)
•2018년 계약심사 운영 유공 표창 장려
•2018년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2018년 개발부담금 업무 유공 장관상
•2018년 유용 생활폐자원 회수 우수도시 선정 3위
•2018년 경기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3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선정(국비 2.8억원 확보)
•2019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노력상
•자체감사 우수사례 발표 우수
•2019년 내나라여행박람회 특별상
•2019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최우수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2018년 경기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우수
•제14회 2019 대한민국 환경대상 환경실천분야 본상
•2019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 우수기관
•2019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혁신경영부문 대상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유공 우수기관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준우승
•2019년 자살예방사업 유공 우수기관
•제5회 대한민국 에너지효율, 친환경 대상 에너지효율분야 대상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종합 3위
•2019년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유공 장관 표창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나트륨,당류 저감 유공기관 표창 우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장려
•2019년 기업SOS대상 우수
•제3회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
•일자리정책 대상 전국 1위
•2019 국가서비스 해양레저관광부문 대상
•2019 시.군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2019년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가 등급)
•2019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도시재생부문 대상
•2019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8~2019년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9 TV조선 경영대상 지역경제활성화부문 자치행정경영대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
•2018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용 우수상
•2019년 경기도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치매우수프로그램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제1회 대한민국-솔라리그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우수 지자체) 환경부장관상
•2019년 공공부문 Best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2019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시민공감경영부분 대상
•인터넷에코어워드(iEco Award) 2019 인터넷 소통분야 대상
•소셜아이어워드(SOCIALl i-Award) 2019 시군구 지자체 페이스북 분야 최우수상
•2019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우수기관(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
•비만예방관리 분야 우수기관상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사업 유전자 시료채취 우수기관
•2019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친환경 소비부문 국무총리 표창
•2019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전국 3위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장려상(고잔동/일동)
•2019 우수브랜드 만족대상-식품 브랜드부문 ‘대부도 샤인머스켓’ 대상
•2019년 경기농정업무평가 우수
•2019년 국가통계통합DB업무 우수기관
•2019 한국에너지대상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분야) 대통령 표창
•제12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 대상
•2019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 우수 학술 포스터 ‘장려상’
•2020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 시민행복도시부문 브랜드대상
•2019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공공분야 대상
•2019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한국사보협회 회장 특별상
•2019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장관상
•2019년 시군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지사
•2019년 통계조사 유공 기관 장관상
•2019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기관(중앙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