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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첨단 일자리 인프라 구축
창동차량기지 업무·상업중심지 조성
위치
면적
내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Nowon Vision

노원로 573 (상계동) 일대
179,578㎡
- 노원구 중심부의 도심 부적격시설 이전
- 신도시(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교통 인프라 구축
-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하여 동북CBD
(업무중심지구) 조성
추진사항 - 2010. 9월 :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 2011년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철도 반영 확정·고시
- 2012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3년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5년 : 착공예정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비즈니스타운 조성
위치
면적
내용

동일로 1449 (상계동) 일대
67,420㎡
- 노원구 중심부의 도심 부적격시설 이전
- 이전 부지에 업무·상업시설 유치
- 창동차량기지와 연계하여 동북CBD
(업무중심지구) 조성
추진사항 - 2009.10월 : 창동·상계 전략적
개발 T/F팀 구성
- 2010. 9월 : 창동·상계 전략적 개발구상 용역
보고회
- 2011. 4월 ~ 2012. 4월 : 수도권
광역연계거점 특화방안마련 용역(서울시)

04
미래 첨단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창조 주거환경 개선
빠르고 편리한 선진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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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첨단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범위
면적
내용

성북·석계역 주변 일대
1,193,000㎡
수도권 동북부의 신경제 전략 중심지로 조성
- 대학 연계 벤처공간 확보 및 창업육성 지원
- 성북역세권 중심의 환경개선 및 기반 시설 정비
고용·일자리 창출
- 2030년 까지 3만개 일자리 벤처기업 육성
- 벤처창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 임대
오피스 등 도입
환경·저탄소 녹색성장
- 대중교통 중심의 콤팩트 시티 조성
- 경춘선폐선부지 공원화 연계,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도입
문화·교육여가
- 대학·교육 및 미디어를 통합하는 미디어파크 조성
- 전자도서관 등 도입
추진사항 - 2009. 9월 : 지역종합계획수립협약
(서울시, 노원구, 코레일)
- 2009.12월 ∼ 2011. 2월 : 지역종합계획수립 용역
(서울시, 노원구, 코레일)
- 2011.10월 : 물류기지 이전부지 타당성조사 용역
- 2011.12월 : 성북역 물류기지 이전 MOU체결
- 2012. 1월 : 성북역세권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 2012년 : 성북민자역사 개별 인허가
(합동심의, 건축허가) 추진

시니어비즈플라자를 통한 창업 활성화
위치
규모

공릉로 232 (공릉동)(서울테크노파크 12층)
1,031㎡(1인창조, 비즈플라자, 자료실, 세미나실,
교육장, 컴퓨터실 등)
기간
2011년 ~ 2013년
내용
- 회원기업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지원
- 창업을 위한 분야별 교육(30회)
- 외부전문가 창업지원을 위한 특강(1회)
총사업비 586백만원
(중기청 450/ 서울TP 86/ 노원구 50)

노원구 그린창업보육센터 건립
위치
규모
특화분야
창업예정
완공목표
총사업비

공릉로 232 (공릉동)(서울테크노파크)
4,290㎡
IT 기반 문화, 예술, 지식 서비스 분야
기업수 90개
2013년 말
6,000백만원
(중기청 3,000/ 서울TP 2,000/ 노원구 1,000)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회적기업 정기점검(교차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사회적기업협의체 구성 및 프로보노(재능기부)단 운영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및 교육
직업훈련전문기관과 연계 사회적기업 근로자 직업교육
우수기업&창업아이디어 제품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 발굴 현재 17개소 → 30개소

지역자원 활용한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
지역특산품,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 사업, 복지공동체사업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마을기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 186백만원(기존 2, 신규 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참여
내용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 인력개발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양성, 녹색성장체험
지도자 양성
사업예산 40,500천원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기간
대상
접수
소요예산

2012년 상반기
일반주민 및 공무원
구청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1,000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

연 120명(만18세이상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인 자)
기간
2012. 3월 ~ 11월
내용
2개 분야 8대 사업
- 안정적·시장형 일자리사업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소요예산 530백만원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대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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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개 업체, 1,500명 취업 알선
-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노원구 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
- 노원취업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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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창조 주거환경 개선

복지일자리연계센터 운영
위치
내용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내(구청 1층)
-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구민에게
복지혜택과 일자리 알선 등을 One-Stop 서비스
제공

노동복지센터 운영
내용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중고령, 건설,
장애,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상담, 교육,
복지사업 지원
소요예산 3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대상
인원
내용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연 640명(분기별 160명)
정보화사업 등 4개 분야
- 정보화사업 : 각종 행정자료 D/B구축 등 전산화
- 환경정화사업 : 공원, 녹지, 재활용품 분리 등
-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
- 공공서비스사업
소요예산 2,095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상
지원

자활근로사업
대상
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0명(근로유지형 3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300명, 시장진입형 70명, 자활공동체 130명)
소요예산 6,155,689천원

노원구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400백만원 (상반기 1,700/ 하반기 1,700)
-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연3.5%)

상계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
위치
면적
규모

상계3·4동 일대
647,578㎡
- 재정비 촉진 6개 구역, 아파트 8,621세대
(2∼40층)
※ 성림아파트 240세대 및 건영 아파트 87세대 존치
- 학교(초 2, 중·고 통합 1), 공원 8,
문화복지시설 1
추진기간 계속사업
추진사항 - 2008. 9월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2009.12월 : 2, 4, 5, 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추진
- 2012. 3월
3구역 조합설립인가 신청
•3
4, 5, 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완료 및
•4
사업 시행인가 준비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
규모
내용
소요예산

시장입구~안산1길 입구, 장터중앙길~장터길
길이 455m, 면적 1,356㎡
편개형 아케이트 설치
1,326백만원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
위치
면적
규모
추진기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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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로4길 2 (중계본동) 일대
188,900㎡
아파트 27동, 7∼20층(평균 15층), 2,080세대
2009. 5월 ∼ 2016. 11월
- 2009. 6월 : 사업시행자 지정(LH공사)
- 2011. 9월 : 일부주거지 보존방안 주민설명회
- 2011. 11월 : 주민 공람
- 2011. 12월 : 구의회 의견 청취
- 2 0 1 2. 1월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 신청(구청→서울시)
- 2 0 1 2. 2월 : 정비구역(변경) 지정고시(서울시)
- 2 0 1 2. 7월 : 사업시행인가

2012 주요업무계획

47

04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 경제도시

도시재창조 주거환경 개선
월계제4구역(녹천마을) 주택재개발 정비
위치
면적
규모
추진기간
추진사항

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마들로5나길 4 (월계2동) 일대
23,710㎡
아파트 10동, 6∼9층(평균 7층), 326세대
2004. 6월 ∼ 2015. 4월
- 2010. 2월 : 조합설립인가
- 2010. 5월 : 시공사 선정(두산건설)
- 2011.10월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고시
- 2011.11월 : 구 건축계획 심의
- 2012. 5 월 : 사업시행인가
- 2012. 12월 : 관리처분인가

위치
면적
사업기간
규모
추진사항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
위치
면적
사업기간
규모
추진사항

석계로5길 35 (월계1동) 일대
14,704㎡
계속사업
지하2층∼지상15층, 아파트 6개동 259세대
- 2006. 9월 : 사업시행인가
- 2007. 8월 : 관리처분인가

공릉로34길 74 (공릉2동) 일대
66,434㎡
계속사업
지하4층/지상14∼25층, 아파트 9개동 935세대
- 2008.10월 : 사업시행인가
- 2010. 4월 : 시공사 선정(삼성물산, GS건설)
- 2011. 8월 :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2. 4월 :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결정요청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
위치
면적
사업기간
규모
추진사항

초안산로2가길 15-3 (월계2동) 일대
43,303㎡
계속사업
지하2층/지상17~30층, 아파트 7개동 771세대
- 2008. 8월 : 조합설립인가
- 2009. 4월 : 시공사선정(현대산업개발)
- 2 0 11. 8월 : 사업시행인가
- 2012. 4월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월계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위치
면적
사업기간
규모

광운로2나길 30 (월계1동) 일대
43,886㎡
계속사업
지하2∼지상25층, 아파트
12개동 956세대
추진사항 - 2006.12월 : 추진위원회 승인
- 2009. 9월 : 정비구역지정 고시
- 2012. 4월 : 조합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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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벼루마을 재건축
위치
면적
사업기간
규모
추진사항

월계로44다길 20 (월계1동) 일대
27,011㎡
계속사업
지하2층/지상16~20층, 아파트 6개동 472세대
- 2009. 7월 : 시공사선정(SK건설)
- 2011. 5월 : 사업시행인가
- 2012. 3월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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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창조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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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240번지 일대 재건축
위치
면적
사업기간
규모
추진사항

상계1동 상일주택 재건축

노원로1라길 6-18 (공릉2동) 일대
26,873㎡
계속사업
지하2층∼지상20층, 아파트 7개동 438세대
- 2006. 7월 : 추진위원회 승인
- 2010. 2월 : 정비구역지정 고시
- 2012. 4월 : 조합설립인가 신청

위치
면적
사업기간
규모
추진사항

중계동 제일주택 재건축
위치
면적
사업기간
규모
추진사항

한글비석로18길 22 (중계4동) 일대
18,206㎡
계속사업
지하2층/지상15~26층, 아파트 4개동 283세대
- 2008. 6월 : 시공사선정(한화건설)
- 2010. 7월 :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1. 4월 : 관리처분(변경)인가
- 2012. 2월 : 착공

동일로239길 33 (상계1동) 일대
23,108㎡
계속사업
지하2층/지상9~18층, 아파트 9개동 369세대
- 2006.10월 : 추진위원회 승인
- 2009. 7월 : 정비구역지정 고시
- 2012. 3월 : 조합설립인가 신청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 도예교실, 구연동화, 원예교실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
- 육아품앗이,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9개동 369세대
커뮤니티 전문가(1~2명) 배치
-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단지 적용
소요예산 57,500천원

공동주택 지원
상계 주공8단지 재건축
위치
면적
사업기간
규모
추진사항

노원로 38길 10, 46 (상계10동)
41,763㎡
계속사업
지하2층/지상9~35층, 아파트 9개동 1,003세대
- 2003.12월 : 추진위원회 승인
- 2010. 6월 :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제출
- 201 1. 9월 :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 변경 제출
- 2012. 3월 :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 요청

대상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 256개 단지
사업 및 18,206㎡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70~50%
- 공동체 활성화 분야
(9개 사업, 최대 10,000천원)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31개 사업, 최대 25,000천원)
※ 임대아파트 : 분야별 상한액의 20% 이내 지원
소요예산 800백만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 창구 운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구성 : 10인이내(주택관련 분야 전문가)
- 소위원회 운영 : 조직·회계, 시설 분야별 각 3인
민원조정 전문 상담실 운영
- 상담 : 변호사, 법무관,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
- 운영 : 월 2회(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소요예산 3,900천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구성
내용

전문가 자문단 30명
-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 공사분야 및 용역분야
소요예산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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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편리한 선진교통망 확충
동부간선도로 확장
구간
규모
기간
총사업비
추진사항

월계 삼호아파트 ∼ 의정부 시계(연장 6.85km)
4차로
6차로 확장
2007. 10월 ∼ 2013. 12월
3,155억원
전 구간 공사 중

동북선 경전철 건설
노선
기간
총사업비
추진사항

서울동북선(중계동∼왕십리) 12.3km
계속사업
8,768억원
- 2010. 10월 : 동북선 민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경남기업컨소시엄)
- 2011. 12월 : 실시협약 관련 협상 진행중
(서울시-경남기업컨소시엄)
2
0
1
2
년
협상시행 및 실시협약 체결
•협
실시계획(실시설계포함)승인·착공예정
•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
위치
규모
기간
총사업비
추진사항

※ 노선연장 : 은행사거리 ~ 방학역 4.1km
- 연장사업비 : 약 3,000억원(예상)

상계동 ~ 남양주시 별내면(2.38km)
폭 25m(4차로)
2007. 4월 ~ 2014. 6월
65,020백만원
- 2011.12월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2년 상반기 : 보상완료 후 공사시행

덕송~상계간광역도로

공릉 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
위치
규모
기간
총사업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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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로 1062(공릉동) 주변
도로개설 B=4.3m, L=11m
2011. 1월 ~ 2012. 12월
550백만원
- 2011. 7월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2년 상반기 : 보상완료 후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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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Nowon Vision 2012

구립 예술단체 운영
구립여성합창단 40명(지휘자1, 반주자1)
- 연습 : 매주 월/수 10:00~12:30
(노원문화예술회관)
- 수시공연, 경연대회 참가, 정기공연(12월)
구립청소년교향악단 40명(지휘자1, 총무1)
- 연습 : 매주 토요일 15:00~18:00
(노원문화예술회관)
- 수시연주회, 정기연주회(12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Nowon Vision

구립소년소녀합창단 62명(지휘자 1, 반주자 1, 단무장 1)
- 연습 : 매주 토요일 15:00~17:30
(노원문화예술회관)
- 수시공연, 합창제 참가, 정기공연(6월)

지역축제 활성화

05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운영 내실화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행복Dream 노원문화축제 】
일시
구민의 날(10월9일 전,후)
장소
중계·등나무·노해근린공원, 노원문화의 거리 등
주요내용 - 공연·전시 : 지역 예술단체·동호회·개인 공연,
전시·체험 등
- 마들가요제, 구민체육대회 등
소요예산 : 260백만원

【초안산 문화제】
일시
2012. 10월중
장소
월계동 비석골 근린공원
주요내용 - 본 행 사 : 안골 치성제, 초안산 위령제
- 부대행사 : 공연, 뮤지컬, 전시·체험 등
소요예산 105백만원
【제2회 노원구 어울림 합창제 】
일시
2012. 10월중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대상
구립합창단, 민간합창단, 학교어머니 합창단
내용
관내 활동중인 합창단 발표제
소요예산 7,000천원

201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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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운영 내실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
일시
2012. 5. 5(음력 단오날)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참여
지역내 활동중인 풍물 동아리
내용
전통 풍물놀이 공연 개최
소요예산 6,000천원

Nowon Vision 2012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건립
위치
규모
기간
총사업비

【구립예술단체 합동 기념음악회 】
일시
2012. 8월중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참여대상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청소년교향악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소요예산 13백만원

등나무근린공원 내(중계2·3동)
지하3층/지상3층(연면적 17,113㎡)
2006.11월 ∼ 2013. 3월
- 2011. 3월 착공
56,691백만원

서울시립종합빙상장 건립
위치
규모
시설
사업기간
총사업비

마들체육공원 내(상계6·7동)
지하1층/지상1층(연면적 9,200㎡)
빙상장 1면, 컬링장, 수영장, 헬스장 및 기타
부대시설
- 2012년 ~ 2014. 6월
26,600백만원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조감도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
장소
노원 문화의 거리 및 야외무대
참여형 공연(4월~10월)
- 매주 토요일 16:00~21:00
- 지역 예술단체·동아리 등 구민 직접 참여
기획공연
- 특정 기념일(어린이날, 구민의 날 기간 등)
-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 프로그램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개관 운영
위치
규모
시설
개관

상계동 1118-66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2,293㎡)
디지털 및 종합자료실, 문화교실, 체육시설 등
2012. 3월 예정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
우리 동네 음악회(5월~10월)
- 권역별 10개소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 공연동아리와 지역주민 참여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3월~6월, 9월~11월, 매주 수요일)
- 관내 중·고등학교 방문(라이브 락, 통기타 등)
- 병원·복지관 등 방문(클래식앙상블, 합창 등)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문화비타민>
기간
대상
내용
소요예산

2012. 3월 ~ 12월(총 10회)
학교 등 문화향수 소외지역
클래식, 합창, 난타, 국악, 발레 등 장르별 공연
7,000천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위치
규모
시설
사업기간
총사업비

월계1동 산106-2(영축산근린공원 내)
지하2층/지상2층(연면적 7,000㎡)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
2011. 8월 ~ 2014. 9월
19,947백만원

서울시립종합빙상장 조감도

노원문화원 운영 활성화
위치
사업내용
사업비

동일로197길 24 (공릉동)
각종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사업
324,277천원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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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운영 내실화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활성화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사업시행 관내 5개 구립도서관
분야별 전문가(휴먼북) DB 구축 및 관리
- 2012년 말까지 1,000명 모집
- 추천에 의한 모집 및 자원에 의한 모집
- 각 구립도서관에서 휴먼북 분담 관리

일시
장소
종목
소요예산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책배달서비스 운영
대상
내용

2012. 10. 9(노원구민의 날) 예정
노해근린공원
여자배구, 한마음줄다리기, 협동줄넘기 등
5~6개 종목
95백만원

구민걷기 행사

구립도서관 5개소 및 작은도서관 22개소
도서관 상호간 예약도서 배송 및
자료 공동 활용서비스

일시
장소
인원
소요예산

2012. 3월 또는 10월(연1회)
불암산, 수락산, 당현천 등
1회 2,000명 ~ 4,000명
12백만원

상계근린공원내 북 카페 건립
위치

상계근린공원(상계8동) 야외무대
- 2012. 12월 : 준공(예정)
규모
330㎡(자연친화형 건축물로 건립)
시설
테이블, 책꽂이, 어린이 전용공간, 음료판매소 등
소요예산 1,900백만원

노원 아트홀 개관·운영
위치
규모
개관
공연
소요예산

노해로 502(상계동)(KT노원지사)
지하1층 1,471㎡(297석)
2012년 하반기(예정)
연극, 어린이 공연물, 실내악 등(월 4회)
605,552천원

체육동호인 단체육성지원
단체현황 35개 단체(600개 클럽) 49,724명
지원내용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전국대회 등
- 구청장기 대회 100,400천원
- 시장기,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등
소요예산 130백만원

위치
규모
시설

노해로 502(상계동)(KT노원지사)
지상4층 654㎡
전자도서관, 창작스튜디오, 공연연습장,
프로그램실 등

내용

국내외 아티스트 초청, 창의 인성체험을 위한
공연, 정기상설시리즈 공연, 국공립지원 공연
유치 등(월4회)
소요예산 693백만원

운영횟수
분야
소요예산

(가칭) 노원마라톤 대회
일시
장소
종목
참여인원
소요예산

2012. 5월중
중랑천 창동교 또는 녹천교 밑
5km, 10km, 하프
1,000명
4백만원

연 10회
회화, 서예, 사진, 전통문화분야 등 다양화
45백만원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활성화
강좌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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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 5월중
등산코스 불암산 → 수락산 → 사패산 →
도봉산 → 북한산
참여인원 1,000명
소요예산 10백만원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운영
청소년 상상이룸터 개관·운영

불. 수. 사. 도. 북 종주 등산대회

어린이 영어연극교실, 성인연극교실,
마들여성난타, 시창작교실 5개 강좌
- 1~3기(3개월 단위)
40백만원
201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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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감동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Nowon Vision 2012

관외 전입구민을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
제작
책자
배부처
소요예산

2012. 3월 중
생활안내서 27,000권
동 주민센터
10,800천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2012년 설치대수 총 10대
설치지역 방범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
소요예산 190백만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Nowon Vision

06

U-노원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위치
운영일
내용

노원구청 4층
2011. 10. 10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관리 등
CCTV 총 524대

건축물대장 정리 SMS 알림서비스
대상
내용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

구민감동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구민이 참여하는 투명행정 구현

대상
알림시기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 모든 신고업무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 후 즉시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근무일
내용

매주 수요일 18:00 ∼ 20:00
여권발급 접수, 여권 교부,
멘토링 서비스(전화 포함) 등

발급여권 등기우송제 운영
대상
소요기간
등기요금

여권을 등기로 수령 희망자
신청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건당 3,000원(착불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
대상
정의

사용승인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 멸실, 철거된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변경신청(촉탁)

201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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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

구민감동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구민이 참여하는 투명행정 구현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
대상

내용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위법건축물 관리, 공사장
관리, 건축물안전관리, 공공 건축물 건설사업,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민원사항
건축 민원발생 시 건축기동대가 즉시 현장 출동
하여 3시간 이내 처리

노원구 소식지(살기좋은 노원) 월간 발행
발행부수
소요예산

타블로이드 12면/월 21만부
288백만원

구정 홍보용 전광판 운영
영상전광판 3개소
(구청정문, 롯데백화점 뒤편, 세이브존사거리)
문자전광판 2개소(구민회관, 레인보우 브릿지)
IP-TV
20개소(보건소, 동 주민센터)
미디어보드 8개 (승강기 3, 벽걸이 2, 스탠드 3)

행복공동체 노원만들기
주관
내용

인터넷방송국(NBS)의 운영 활성화
「NBS 뉴스라인」제작 주 1회 이상
내용
구정 주요사업 홍보영상, 기획프로그램 제작 방영

주민자치위원회
- 행정기관, 시민단체, 주민의 다양한 모임 등 참여
-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한 캠페인 전개
- 동별 지역여건에 맞는 마을 조성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주체
내용

19개 자치회관 및 5개 권역
- 마을의제 만들기
- 공모형 자립특화사업 추진

주민공감 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 4월 ~ 6월 : 지역사업 공모 및 선정
- 7월 ~ 8월 :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활동
- 9월 ~ 11월 : 위원회 활동평가
인터넷 주민예산참여방 운영
사업제안, 절감방안·낭비신고 등

사이버토론방 운영(생생토론방-나도 한마디)
대상
주제
참여

누구나(노원구청 홈페이지 가입자)
구정현안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이슈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구민 및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
구청장과 함께하는 정책 데이트 운영
운영
주제
장소
참석

주제에 따라 탄력 운영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구정현안
주제에 따라 변동(현장 등)
구청장, 이해당사자, 전문가, 구의원 등

대상
참여방법
제안내용
우수제안

주민 및 직원
구청 홈페이지, U-Think Tank, 우편, 방문, 팩스 등
구정발전 전반
연 2회 포상

위원회 운영상황 상시공개 관리
구정 시민참여단 운영
구성
내용

145명
정책제안 및 구정현안 의견 개진
(활동실적 평가 연말 시상)

대상
방법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결과
반기별 구청 홈페이지 공개

120 시민불편살피미 및 182(일빨리) 운영
생활불편 접수 민원의 신속한 처리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
관급공사, 민원성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
구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점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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