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 
33흔 



l 지역어건 

남양주시는 수도서울 중심부에서 26km동북 

부에 위치하여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인 북 

한강과 남한강 합류지역으로 5개선의 국도 

와 2개선의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 

지입니다. 

연평균 기온 12.4°C, 강우량 l,274mm로 4계절 

이 뚜렷한 대륙성 기후이며, 천마산, 축령 

산, 수락산 등 명산과 북한강변의 산자수려 

한 천혜의 자연경관은 수도권 시민의 1일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도농복 

합 녹색 전원도시로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21세기 건설의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지역 

입니다. 

Regional Conditions ‘ 

Namyangju is located 26km north-east 
from Seoul, the capital of R. 0. K. It is 
where the Bukhan River and the 
N amhan River meet and together they 
constitute the main water source for the 
Metropolitan area. 
It is a center of traffic with 2 Rail Roads 
and 5 National Automobile Roads. 
It has a typical continental climate with 
the 4 seasons clearly.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is 12.4 C 
and the annual average rain-fall is l,274mm. 
Cheon ma, Chuk nyong, Su rak mount
ains surround the city and their natural 
view of heaven is a blessing to the 
tourists and its people. 
It is in harmony with the character of the 
city and the farm village as a green 
housing area. 
This is a beautiful and good place to live 
in and has infinite potential in development. 

료호 
CJ 

SPRING 

가 을 
FALL 



ι 

여 름 
SUMMER 

겨 울 
WINTER 

l 언 혀 -, 

1505 풍양현이 양주로 개칭 

1980. 4. 1 : 남양주군 신설 

1986. 1. 1 : 구리읍 시로 승격 분리 

1989. 1. 1 : 미금읍 시로 승격 분리 

1995. 1. 1 : 미금시와 남양주군 통합 

도농복합형 태 의 남양주시 
님LξE 
E프 I 

Namyangju History 

Apr l, 1980 
2 towns and 6 townships were 
separated from Yangju County and 
Namyangiu County was established. 

Jan 1, 1986 
Kuri Town was separated from 
Namyangju County and became Kuri 
City. 

Jan 1, 1989 : 
Migum Town was separated from 
Namyangju County and became Migum 
City. 

Jan 1, 1995 : 
Namyangju City, the union city of the 
urban and the rural community, was 
formed by uniting Migum City and 
Namyangju County. 



시의 상정물 
Emblem & Symbols of Nomyongju-city 

e Al 의상징 
수려한 자연경관의 전원도시를 상징하고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꽃잎이 보호하며 감싸주는 형상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 
로 뭉쳐 아름답고 살기좋은 시를 이룩함을 뜻함. 

City Emblem 
The circle symbolizes a garden city with beautiful scenery, 
It is the shape of the leaves that are protecting the newly blooming flowers. 
It means thst all cirizen cooperate together to establish a beautiful and pleasant city to live in. 

e Al 의 꽃 : in 냐력 

e Al 의 냐무 ; 소냐무 
광릉수목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시를 사랑 
하는 굳고 곧은 강인한 시민정신을 의미함. 

City Tree : Pine tree 
It stands for the straight and strong citizen spirit we 
love our city with such a beatutiful environment as 
K wangrung Forest Garden. 

꿈과 희망의 따뜻한 시민의 마음을 뜻함. 

City Flower : Forsythia 

It indicates our citizen s heart, desire and 
hope 

e Al 의 시I 크낙새 
천연기념물 제 197호 (1968년5월3일) 지정)로 지정된 희귀조 

로 광릉수목원에 서식하고 있다. 

City bird : Korean Redheaded woodpecker 

It is a rare bird which was appointed as No.197 of the 
national monument(on May 3.1986) and is living in 
K wangnung Forest Garden. 
It shows the image of our City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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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샤말씀 

우리 남양주시는 선현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 

이 많은 유서 깊은 고장으로 농촌과 도시가 한 

데 어우러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입 

니다. 

동북으로 북한강과 남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산자수려한 천마산 · 축령산이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 일생을 보낸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책자가 도농복합형녹색도시로 웅비하는 시 

의 모습을 소개 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나 남양 

주시를 이해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시 길 

바랍니다. 

199 7. 1. 1 

남양주시장 

Com이iments 

Namyangju is a traditional place containing 
the cultural remains of our ancestors. 
Our town, in harmony with the character of 
the city and the county is a beautiful place to 
live in, The rivers the Bukhan River in the 
northeast and the Han River in the south are 
flowing into our city. 
Cheonma and Chuknyong mountains are 
known for magnificent scenery. 
In addition, this is the place where the famous 
scholar of the Choshun dynasty was born and 
spent his life studying practical science. 
We hope that this phamplet will be helpful in 
introducing our town combined with the 
character .of the city and the country. 

January. 1997 
Mayer 



I 시 의 호l 

남양주시 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국장, 전문위원 등 직원 

18명이 있습니다. 

Council 

Namyangju Municipal Council is composed of 
18 members:with Leader, Dept. Leader, Council 
General Director and 3 Secretariat Members 

시의회 본회의 Main meeting of council 

의 회 전 경 Council view 



남양주시 판팡안배도 
Sight 호eingGuide 

와부읍 

.:판팡(유적답 At) 코스 

1. 유적답사 동부코스(소요시간 : 8시간) 

가명 

시청 - 평내동 궁집 - 모란미술관 - 이순지묘 - 묘적사 - 구선도방 - 유량선생묘 - 수종사 -
다산유적지 - 한확선생 신도비 - 팔당댐 · 대교 - 수석리토성 및 조말생묘비 - 시청 

2. 유적답사 서부코스(소요시간 : 8시간) 
시청 - 홍유릉 - 사릉 - 양지향나무 - 광릉 - 봉선사 대종 - 순강원 - 봉영사 - 여경구가옥 -
흥국사 대웅보전 - 덕흥대원군묘 - 불암사경판 - 불암산호랑이은거동굴 - 시청 

3. 강변레져 · 자연경관 코스(소요시간 : 8시간) 
시청 - 팔당댐(대교) - 다산유적지 - 영화촬영소 - 강변수상스키장 - 양주cc - 새터호반 -
마석조각공원 - 축령산자연휴양림 - 수동관광지 - 천마산심신수련장(스키장) - 서울리조트 -
시청 



I 문확 xn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생가. 세조와 그의 

비 윤씨의 능인 광릉, 홍흥, 봉선 

사‘ 세정사. 수종사 등의 문화재 
가 있습니다 

Cultural Assets 

The birth-house of Cheong Yak 
Yong’ 

A master of practical science m 

the Choshun dynasty still 
remains in the town. 
Kwang rung, Hong rung, Se
jeong, Bong son, and Su chong 
temples remain as they used to 
be. 

다 산 생 가 Da San’s Born-House 

다산기념관 
Memorial center of Da San 

• 

다산 정약용 선생 
A greatest scholar 

Cheong Yak Young(Da-San) 

,b 

1 ! 

--



다산 정약용 묘소 
Tomb of ~heong 、

Yak young ( 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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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 
Se 」ung temple 



사 릉 
Sa rung (Royal Tomb) 

광 릉 
Kwang rung 

(Royal Tomb) 

양지리 향나무 
Aromatic tree in Yangji-ri 

불암사 
Bui-am Temple 



봉선사대종 
Big bell, Bong-Sun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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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사 
Su-.bng Temple 

수종사 5층 석탑 
Stone Pagoda, Su-.bng Temple 



I 문획예술 - 척I육 

실학자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기위해 해마다 다 

산문화재가 성대히 열리고, 여성 

합창단 등 문화예술활동이 활발 

합니다. 

Cultural Arts 

To honor the spirit of Cheong 
Yak Yong, the Cheong Yak 
Yong Festival is held every 
year and cultural art events 
such as women s chorus occur 
regularly. 

여성합창단 발표회 
A Women Chorus 

. 다산문화제 
Da-San Cultural Festival 

전국 노래자랑 
Singing Contest 



북색아가씨 선발대회 
Miss Green Dageant 

녹색 아가씨 (미 스 진 · 선 · 미) 
Miss Green 

(2nd place, 1st place, 3rd place) 

광릉숲 걷기 대회 
Warking Festival In Kwang-Rung Forest 



청소년 음악회 
Concert for young boys and girls 

문화유적 답사 
Explore Historic Relics 

열린음악회 
Opening Music Concert 



분재전시회 
A Pot-Planting Exhibition 

문학의밤 
A Night Of Literature 

미술·사진전시회 
Art And Photo Exhibition 



시민의 날 부채춤 
Tradition Fan Dance 

시민의 날 농악놀이 및 응원 
A Farmer s F이k Band Cheering Fan 

시민의 날 줄다리기 경기 
Play at a tug-of-war 



모란조각공원 
Moran Sculpture Park 

모란조각공원 
Moran Sculpture Park 



I A꾸大 - 판뺨 

북한강변 관광유원지, 축령산 자 

연휴양림, 천마산스키장, 수락산, 

불암산등 명산과 관광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Sports and sights. 

There are many tourist resorts 
and famous mountains: 
Han Riverside Resort Mt 
Chuk-nyong Forest, Mt Cheon
ma Ski Resort Mt Su-rak Mt 
Bul-am and etc. 

천마산 구름다리 
An overpass brig, Mt. Cheon-Ma 

축령산계곡 
A Vally, Mt Chuk-Nyong 

북한강변 관광지(수상스키) 
The North Han Riverside Resort 

A도득。 A‘ s=L 특르 
τ- 。 "TT- 』ra:투 

Su-Dong Youth Town 



양 주 cc 
Yangju Country Club 

스키장 
Ski Resort 

축령산 자연휴양림 
Recreation Forest, Mt Chuk- Nyong 



천마산 심신수련장 
Mt Cheon-Ma Mind And Body Training Place 

축령산 통나무집 휴게소 
Unsplit wood house resting place Chuk-Nyong 

천마산 체육시설 
Training Facilities, Mt. Cheon-Ma 



수락산 
Mt. Su-Rak 

zι- 광릉의 가을단풍 
Maple, Kaung-rung 

천마산 
Mt. Cheon-Ma 



서울영화촬영소 
Seoul Cinema Complex 

영화촬영세트 
A movie studio 

밤섬유원지 
Island Resort 



l 농 업 

서울 근교로서 시설채소, 화훼단지 

등 첨단농업이 발달하였으며, 난, 먹 

골배, 영지버섯, 표고버섯 등 특용작 

물로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 

니다. 

Agriculture 

Modern farming such as cultivating 
vegetables and the floricultural 
industry are developing. 
The farmers in this town are 
making an honest wage growing 
pears and mushrooms. 

풀 도 
Grapes 

먹골배 
Muk g이 Pears 



화 훼 
A floriculture 

난 
Orchid 

영지버섯 
Yangji Muchrooms 



l 쏘볍 · 경저I 

만도기 계 중앙연구소와 신신상사, 빙 

그레, 한국바이엘, 산수음료 등 중소기 

업 이 있으며 가구공장단지 와 공업 단지 

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Industry and Economy 

The Man -do Machine Company 
Laboratory, Syn-sheen Co .. Bing-grae 
Co .. Bayel Korea Co .. and San-su 
water Co.. are some of the industries. 
Presently, we are constructing the 
Furniture and Industrial Complex. 

바이멜 
Bi ye I Korea co. Ltd 

신신상사 
Syn sheen Co. Ltd 



빙그레 
Bing-grae Co. Ltd 

APT형 공장 전자산업 
A.P.T type Electronic Industry 

산수음료 
San-Su Spring Water Co. 



I 샤호l 복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 

활향상을 위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복지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Social Welfare 

We carry out a welfare policy to 
promote our citizens living as a 
well - being. We are especially 
concerned about the elderly, 
children and the disabled. 

수동자립원 
Su-dong Seit-Reliance 

Community center 

노인복지회관 
Old People s Welface Center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노인들의 게이트볼경기 
Gate Ball Game 

보건소에서의 환자진료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Health Center 

보건소에서의 건강상담 
Medical Counsel Health Center 



l 교 0 
~ 

40개의 초 · 중 · 고교에 36,240여명 

의 학생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고자 학업에 정진하고 있으며, 

어학, 컴퓨터, 과학연구 등 선진교 

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ducation 

There are a total of 4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contain 36 240 students we have 
many special programs about 
languages, computers and science 
for all stud en ts who will lead our 
future life 

실험실습 
Laboratory 

시립도서관 
Public Library 

컴퓨터학습 
Computer Education Room 



I 주택 및 교통역건 

주택 보급율이 75%에 달하고 있으며 쾌 적 하 

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수도권을 연결하는 사통팔달 

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전원 주택과 소 

규모 아파트가 점 차 늘어 나고 있습니 다. 

Housing and traffic conditions 

We ve supplied 75% of our citizens with their 
houses. 
This town is popular because of the quiet, clean 
and comfortable dwelling area. 
The roads lead in every direction to pastoral 
houses and condominium complexes. 
They are increasing by degrees.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전원주택 
Garden House 



경 강국 도 
Kung Kang National Road 

팔당대교 
Pal-Dang Bridge 



L채 __ -- -절 . 

※ 자료기준일 96. 11. 3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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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했 륙1 
전문대학(Cc〕llege) 

1 개교 대학원(Graduate School) 
1 개교 

※ 전문대학교 1개교는 삼육대병설 
전문대 

※ 대학원 1 개교는 경희대 평화복지 

대학원 



필標겸뚫녘내3 

병원(Hospital) : 1 

승용차 
'(Pas땅iger 떠r) 총πot혀) 
38,246대 \ 56,385대 
(67.7%) 

조산원(Maternity Clinic) 

j鐵짧텍 
3 

메
 

R“--
ι
 

서
이
 / 

때
 

FL) 

짧
 

처
」
 

총πot해) \ 
280 istion) 

다서|대 
(Union House) 

3,03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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