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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13.8억원→297억원)하고 예산편성을 포함한 예산 전 과정에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단계별확대 ’18년(14억원) → ’20년(297억원) → ’22년(500억원)

(인천 2030 미래이음, 재정분야 발표 및 주민참여예산 총회)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 시민시장과 함께하는 소통·협치 기반 마련
광역단체 최초 공론화위원회 상설운영 제도화(’19년 1월)로 정책수립 이전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현안을 시민과 함께 해결

온라인 시민청원제도(’18년 12월) 운영으로 주요정책이나 지역현안 등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운영
+ 운영방법 30일간 3천명 이상 공감한 청원에 대해 영상답변 제공

+ 추진체계

+ 주요답변

‘동춘1초교 설립촉구 청원’ 영상답변(’19. 3. 14),
‘소래IC 설치 요청 청원’영상답변(’20. 7. 9) 등 21건 답변(’20. 7. 31)

공론화
의제선정

공론조사 및
토론실시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공공 토론
결과제출

정책 권고안
도출 및
정책 반영

공론화 추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장

토론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근

거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

원 15명 이내 * 갈등관리전문가(5), 시민단체(4), 시의원(3), 공무원(3)

+ 주요기능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대한 공론화 여부 심의,
공공토론 실시 결과를 반영한 정책권고안 제출 등
+ 주요성과 의제 선정* 및 공론조사 실시(’19. 10. 1 ~ ’20. 7. 17), 정책권고문 제출(’20. 7. 29)
*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2020. 7. 17 현재)

part.1 시민과 함께, 시민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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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민선7기 철학인
정의, 소통, 협치, 혁신을
시정운영에 반영하고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2019-2020

인천형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19. 7)
 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
(’19년 20개 읍면동 → ’22년까지 154개)

인천愛(애)뜰을 시청 앞에 조성하여 관(官)의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
+ 사업기간 2018. 8 ~ 2019. 10 ※ 개장: 2019. 11. 1
+ 사업구간 청사 본관앞~구월남로 교차로
+ 사업규모 20,000㎡ (열린광장 60m×200m, 시청내 주차장 등 8,000㎡)
+ 총사업비 41.3억원 (공사비 39.3억원, 용역비 등 2억원)

시민정책자문단 운영(4개 분과 50명)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33개 단체)

 통분야 조직 확대
소
(시민정책, 공동체협치, 소통기획, 혁신)
시민시장 대토론회 개최 등 추진

+ 정의

시민만 생각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소통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성심껏 답하겠습니다.

+ 협치

열린 장을 열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 혁신

용기있게 도전 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part.1 시민과 함께, 시민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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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합니다.
체계적 정책 구상과 추진을 위한 분야별 로드맵 수립 및 대시민 보고 실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 세우고
분야별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로드맵 발표

ifez 비전 전략 선포
(’18년 10월)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과
미래비전 선포
(’19년 1월)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 발표
(’19년 1월)

■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과 인천 2030 미래이음 발표

공원 확충
종합계획 발표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발표(’18년 10월)

(’19년 2월)

- 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비전, 목표, 전략과 주요 시정과제 설정 및 이행
한반도 평화
미래관광도시 선포
(’19년 4월)

장기미집행 도로
확충계획 발표
(’19년 7월)

원도심 균형발전
로드맵 제시
(’19년 12월)

인천 2030 미래이음 발표 (2019년 8월 ~ 11월, 11개 분야)
- 분야별 대 시민 보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인천시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part.1 시민과 함께, 시민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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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신 세금, 알뜰한 재정으로 보답합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채무상환 등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져 시민 행복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연도별

구분

2015년

계 (A+B)

■ 재정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행정안전부, ’20년 10월)
국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2019회계연도)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행정안전부 표창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160

28,715

29,848

32,115

37,405

43,955

47,790

계(A)

20,853

24,520

24,685

26,754

30,815

37,001

40,218

국고
보조금

20,338

20,467

19,688

23,088

27,479

32,574

35,040

국가
직접사업

515

4,053

4,997

3,666

3,336

4,427

5,178

4,307

4,195

5,163

5,361

6,590

6,954

7,572*

보통교부세 (B)

* 행정안전부 가내시(2020. 10. 28)

■ 정부지원금 역대 최대 확보(4조 7,790억원 / 전년대비 3,835억원↑)
민선6기 대비 연평균 1조 4,090억원 증가(민선6기 2조 8,960원 → 민선7기 4조 3,050원)

■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민선6기(’14년 말) 대비 채무비율 대폭(20.9%)↓

민선7기 3년간 총액이 민선6기 4년간 총액보다 1조 3,312억원 증가

’14년 말 (37.5%) → ’15. 1분기 (39.9%) → ’15. 4분기 (33.4%) → ’16년 말 (30.4%)

(민선6기 11조 5,838억원<’15년 ~ ’18년> → 민선7기 12조 9,150억원<’19년 ~’21년>)

→ ’17년 말 (21.9%) → ’18년 말 (19.9%) → ’19년 말(16.6%)
※ 민선6기 (’15. 1분기) 채무비율이 40%(39.9%)에 가까워져, 인천시는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15년 9월 행정안전부)

연도별 확보 현황

인천시 채무 추이

(단위: 억원)

채무잔액

<민선6기>

11조 5,838억원

12조 9,150억원
43,955
37,405

25,160

28,715

29,848

4,195

5,163

채무비율

<민선7기>

32,115

37.5%

33.4%

47,790

30.4%
21.9%

7,572

19%

6,954

16.6%

6,590

5,361

4,307

20,853

24,520

24,685

26,754

30,815

37,001

40,218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추경 포함

32,851

32,205

28,634

22,449

20,489

19,704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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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을 시민에게 돌려드립니다

3

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를 이끌어 냅니다

4

한반도 평화 기반을 준비하는 도시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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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6

버스 노선개편 등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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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오랜 숙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전 구역 반환 발표(’19. 12. 11) 후
신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시민들과 함께 활용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캠프마켓 반환

‘시민참여협의회’ 지속 운영(’19년 7월~)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소통·공감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합니다.

■ 군부대 통합 재배치

1939년 일본의 무기공장(조병창), 광복 이후 주한 미군이 주둔했던

주거지 주변 9개 군부대, 6개 예비군 훈련장을 3곳으로 통합하고,

부평 캠프마켓의 조속한 반환 추진

여의도 절반 면적(1.25㎢)을 시민에게 환원

+ 위치/규모 부평구 산곡3동 292-1번지 일원/440,000㎡

+ 대상 3개 지역 군부대, 6개 예비군 훈련장

+ 사업기간

2010년 ~ 2030년

+ 기간 2019년 ~ 2029년

+사 업 비

10,145억원

+ 활용방안

공원(71%), 도로(10%), 공공청사 등(19%)

part.2 해묵은 난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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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을 시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시민의견을 반영한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협의회’를 운영하여
장기미집행된 48개의 도심공원과 15개 도로를 확충해 나갑니다.

■ 장기미집행 도심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도로를 빠짐없이 개설해 나갑니다.

■ 장기미집행 도로 개통 및 지원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6.18㎢) 녹지공간을 마련(48개소)하여

’23년까지 15개 도로 21㎞ 개통 추진, 군구 미집행 도로 (261개 노선 56㎞)에 대한

인천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

※ 연도별계획
’19년(실시계획인가 관련 용역 착수) → ’20년(실시계획인가 보상 착수) → ’21년(보상완료, 공사 착수)
→ ’22년(공사 착수, 일부 조성완료)

part.2 해묵은 난제 해결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를 자동차 길에서, 걷고 싶은 길로 만듭니다.

■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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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의로 인천의 남북축을 잇는 도로 미개통 구간 공사를 20년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 신흥동~송현동 간 연결도로(배다리 관통도로)

자동차와 사람 공존 가능한 녹색 공간으로 조성

현장과 주민 중심의 민·관협의를 통해 20년 묵은 오랜 숙원 공공갈등 해결

+ 사업기간 2017년 ~ 2026년

+ 사업기간 2001년 ~ 2022년 (당초 2001년 ~ 2011년)

+ 사업구간 인천 기점~서인천 나들목

+ 사업구간 L=2.92㎞ , B=50~70m

+ 사업내용 (일반화) 도로개량(L=10.45㎞ , B=50m), 공원 및 문화시설 / (주변) 도시재생뉴딜, 거점 개발

+ 사 업 비 2,243억원

+ 사 업 비 8,5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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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를 이끌어 냅니다.
10년 만에 ‘월미바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19. 10. 8)했습니다.

■ 원도심 부흥의 상징, 월미바다열차 개통
2009년 무기한 개통연기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었던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10년 만에 운행 재개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청라시티타워를 13년 만에 착공(’19. 11. 21)했습니다.

■ 기본구상용역 13년 만에 청라시티타워 조성 착수
로봇랜드와 더불어 청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립
+ 사업기간 2017년 ~ 2023년

+ 사업기간 2017년 ~ 2019년

+ 사업규모 448m(33,058㎡) 지하2층, 지상 30층

+ 사업구간 정거장 4개소(6.1㎞ ) * 기·종점: 월미바다역
+ 사 업 비 183억원

+ 사 업 비 4,158억원

+ 이용현황 126,159명 이용, 일평균 1,088명(’20년 2월말 기준)

+ 조성시설		 판매시설, 전망대,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복합시설

part.2 해묵은 난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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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기반을 준비하는 도시로 만듭니다.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구간)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19. 1. 27)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완공이 빨라졌습니다.

■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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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송도 투모로우시티 개관(2009년) 10년 만에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 선정(’19. 7. 11)되어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서 갑니다.

■ 인천 ‘스타트업 파크, 품(Poom)’ 조성

영종~강화~해주를 잇는 남북평화도로의 연계 사업

지난 10여 년간 애물단지였던 공간을 첨단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

+ 사업기간 2019년 ~ 2025년(착공 : 2020년 12월)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

+ 사업규모 L=3.5㎞ , L=2차로

+ 조성규모 연면적 47,983㎡ 지하 2층, 지상 6층

+ 사 업 비 1,245억원

+ 사 업 비 2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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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개편 등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09년 8월) 10년 만에 전국 최초로 제도개선 합의
(’19. 3. 25)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재정절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와 버스노선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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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선도적인 도시를 만듭니다.

7

로봇랜드가 13년 만에 정상 추진되어 핵심 첨단산업을 육성합니다.

■ 로봇랜드 정상화, 국내 최대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국 최초,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19. 3. 25)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2030년까지 최대 400개 기업 유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20년 7월~)

+ 추진기간

2009년 ~ 2024년

※ 배차간격 11%, 환승대기 시간 3.21% 단축

+사 업 비

7,113억원

+ 기대효과

-’20년: 로봇기업 60개사 / 매출 249억원 / 고용 430명

		

-’30년: 로봇기업 400개사 / 매출 9,240억원 / 고용 6,000명

part.2 해묵은 난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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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치로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시민단체, 여야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 세종 이전
3년 만에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등 공공기관 6개소 개소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18. 11. 27)

인천지방국세청 개청(’19. 4. 3)

인천통일+센터 개소(’18. 9. 10)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개청(’19. 8. 7)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확정(’19. 3. 4)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 개소(’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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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튼튼한 도시
1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합니다

2

원도심에 주차장을 늘리고 전선을 지중화합니다

3

편리한 버스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4

원도심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

시민이 신뢰하는 맑은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6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7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를 구축합니다

8

철도·도로망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9

풍요로운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갑니다

10

가장 스마트한 MICE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11

다양한 해양 친수공간을 차질 없이 마련합니다

12

인천의 서민 경제를 살려 나갑니다

13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롤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14

데이터와 행정혁신으로 시민중심의
정책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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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합니다.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갑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 바람길 숲 등 도시숲 조성
+ 추진기간 2018년 ~ 2022년
+ 추진대상 107개소
		

■ 장기미집행 공원 및 도시 바람길 숲 등 조성

(생활권 도시숲 95, 가로숲 및 하천변 녹화 12)

+ 사 업 비 47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 추진기간 2019년 ~ 지속

+ 추진대상 48개소(재정 및 특례, 국공유지 유예 포함)

+ 사 업 비 5,641억원

공원녹지 하이패스 보행체계 구축
+ 추진기간 2020년 ~ 2022년
+ 추진대상 중앙공원 보행육교 설치(5개소),
		

* 2개소 설치 완료
+ 사 업 비 200억원

part.3 기본이 튼튼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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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습지 생태공원 주변을 수도권 대표 습지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원도심에 주차장을 늘리고 전선을 지중화합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2020년 현재 43개소, 4,700여 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도심내 주차장 조성
소래습지 생태공원 주변 활성화

중앙공원 지하공영 주차장(300면)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274면)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350면)

신거북시장 주차장(116면) 및 판매시설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단기),
		 2022년 이후(중장기)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 사업구간
		인천대공원~장수 /
운연천~생태공원~소래포구~
갯골공원~관곡지~물왕저수지(20㎞ )
+ 주요사업 18개 사업
		단기: 연꽃원 등 여가녹지 조성,
자연마당 조성, 소금창고 복원,
산책로 정비(장수천, 운연천),
해양친수 공간 조성 등
		중장기: 공원주변 개발제한구역 정비,
오봉산 연결을 위한 보행육교 설치 등
신포동 공영주차장

+ 총사업비 755억원

part.3 기본이 튼튼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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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고, 보행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선류 지중화 정비를 실시합니다.

편리한 버스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시민들의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과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고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선류 지중화 정비 추진

■ 주변 도로여건, 교통상황과 보행 특성 등을 고려한 버스승강장 등 정비

지중화 사업 추진

버스승강장(쉘터) 및 버스표지판 디자인 개선

+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

+ 위치

인천광역시 전역

+ 사업규모 48.31㎞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 기간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2,256억원

+ 규모

버스 승강장(쉘터) 825개소

지중화 전

버스승강장(쉘터) 설치 5개년 계획(2018년 ~ 2022년)

(단위 :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버스정류소

5,634

5,719

5,719

5,719

5,719

총 쉘터개수

3,402

3,561

3,696

3,878

4,060

쉘터설치개수(1년)

118

208

135

182

182

쉘터설치율(%)

60.4

62.3

64.6

67.8

70.9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 도입,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도입(교통비 최대 30% 절감)
- 원도심 중심 버스정보안내기(BIS) 423대 설치(’19년 목표대비 132%초과 구축)
지중화 후

버스승강장(쉘터)

버스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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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8 / 39

원도심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항 세관 창고와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만들고,
시민들께 내항1·8 부두를 개방하여 돌려드립니다.

원도심 쇠퇴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원도심 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세대공존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

+ 사업위치

중구 북성동, 신포동, 연안동 일원 (4.83㎢)

+ 사업위치

미추홀구 용현동 568-83번지 일원

+ 사업목적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거점 조성

+ 사업규모

120,136㎡

+ 사업기간

+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

+사 업 비

1,068억원

2018년 ~ 2030년

+ 사 업 비 약4,300억원 추정 (토지비 3,300, 공사비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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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골마을 도시재생사업
+ 사업위치

연수구 청학동 3-90번지 일원

+ 사업규모

105,849㎡

+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

+사 업 비

228.9억원

원도심 곳곳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명소화 하고,
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철도의 역사성을 담겠습니다.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 사업규모

16개 사업 (야간경관 조성, 색채 및 디자인 사업 등)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사 업 비

222억원
(단위: 백만 원, 2020. 8 기준)

구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16)

22,211

4,356

4,815

8,790

4,250

야간경관 사업(8)

10,061

1,891

2,530

5,140

500

현황

사업부서 및 기관

완료

시 녹지정책과

정상

미추홀구

정상
정상

인천대공원
사업소

정상

시 해양친수과

1

① 시청 열린광장

1,250

1,250

2

② 수봉공원

2,400

600

1,800

3

③ 인천대공원

391

41

250

4

④ 중앙공원

1,000

500

5

⑤ 경인아라뱃길

3,800

3,800

6

⑥ 동인천역

0

정상

시 주거재생과

7

⑦ (구)롯데백화점

0

정상

시 도시경관과

8

⑧ 인천항 주변 사일로

정상

시 산업진흥과

정상

시 버스정책과
인천교통공사

정상

인천시교육청

색체 및 디자인 사업(8)

1,220

100

480

740

500

12,150

2,465

2,285

3,650

3,750

1,450

100

250

500

600

9

① 교통시설

10

② 학교(색다른 학교)

0

11

③ 섬마을(섬섬색색)

850

250

300

300

정상

시 도시경관과

12

④ 홍보 및 교육

400

300

50

50

정상

시 도시경관과
인천관광공사

13

⑤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1,185

2,000

2,000

정상

시 도시경관과
10개 군·구

14

⑥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600

200

200

200

정상

15

⑦ 범죄예방도시디자인

1,200

200

500

500

정상

16

⑧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400

100

100

100

정상

7,250

2,065

100

시 도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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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 검토
- 철도와 관련된 역사성과 지역성을 담을 수 있는
테마형 둘레길이나 지역탐방로로 활용
- 열악한 주거환경과 근린문화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철길을 따라 녹도 및 선형공원으로 조성

part.3 기본이 튼튼한 도시

5

시민이 신뢰하는 맑은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최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 처리시설과 노후 수도관 정비를 추진합니다.

■ 수돗물 시민 신뢰 프로젝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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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재난, 교통안전 등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안심도시를 구축합니다.

■ 사전 예방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최고품질 고도정수 처리시설 구축(’24년까지 2개소 추가)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22년까지)

+ 사업위치 인천시 4개 정수장(부평, 공촌, 남동, 수산)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개선(42개소)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107개소)

+ 사업기간 2010년 ~ 2024년

노인 보호구역 지정(’22년까지, 300개소)

+ 사업규모 고도정수 처리시설 Q=1,195천톤/일
+ 총사업비 2,386억원

노후 수도관 정비(’25년까지, 506㎞)
데이터 기반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 구축: ’21년까지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수질사고 재발 방지

part.3 기본이 튼튼한 도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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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재난위험경감(UNDRR) 롤모델도시 인증 획득(’20년 1월)
취약지역 안전영상 인프라 확충 및 안전점검 서비스 시행
+ 범죄예방 및 노후CCTV 교체(’18년~’19년): 4,075대

■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안전 시스템 마련

+ 노후·위험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19년 5월)
+ 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24시간 운영)

감염병 전담조직 신설(’20년 5월)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무더위쉼터 확대 설치 및 소화기 보급 확대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및

+ 무더위 쉼터: (’18년)732개소→(’19년)828개소, 대형쉼터 1개소→12개소

광역시 최초 QR코드 시스템 도입(’20년 6월)

+ 저소득층 소화기 확대보급(’18년~’19년, 10,969가구 지원)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19년 1월)

시민 위기 대응능력 대처를 위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위한 보육 및 복지시설 확충

+위

+ 공보육 인프라(169개소 추가 확충, ’19년 12월)
+ 복지시설: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20년 5월) 등 6개소

치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부지

+ 사업규모 4층, 부지 9,784㎡, 연면적 7,074㎡
+ 사업기간 2018년 10월 ~ 2021년 6월
+ 사 업 비 307억원
+ 주요시설 항공·해양특성화 등 7개 체험존, 16개 체험실, 20개 체험시설

국내최초 UN재난위험경감 롤모델도시 인증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조감도

part.3 기본이 튼튼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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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장비 및 인프라를 보강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개인보호장비 보강(최근 3년) : 방화복 등 12,799점 보강(60억원)
+ 신형공기호흡기(335세트) 등 도입으로 현장대원의 안전성 확보
+ 2018년(6,359점), 2019년(4,267점), 2020년6월(2,173점)

■ 민선7기, 소방인력·예산 및 인프라 대폭 확충

구조·구급장비 보강(최근 3년) : 11,213점(46억원)
+ 구조장비 보강: 인체제독텐트 등 361종 8,491점(31억원)

현장 부족 인력 등 533명 보강,

+ 2018년(143종 3,734점), 2019년(171종 3,777점), 2020년6월(47점 980점)

민선6기 대비 연평균 소방인력 22명 증원

구급장비 보강: 기계식가슴압박장비 등 50종 2,722점(15억원)

+ 민선6기 144명 → 민선7기 166명

+ 2018년(21종 606점), 2019년(14종 608점), 2020년6월(15종 1,508점)

민선6기 대비 연평균 예산 647억원 증액

■ 주민이 체감하는 소방 서비스 향상

+ 민선6기 2,115억원 → 민선7기 2,762억원

민선6기 대비 소방관서 16개소 신설·이전 신축 등

소방관 1명당 주민수 선진국 수준

+ 민선6기 73개소 → 민선7기 89개소

+ 소방인력 증원으로 인천시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방관 1명당 주민수는 926명(’20.6월)으로 감소,

연도별

시설현황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
+ (국내) 서울 1,384명, 경기 1,272명, 부산 973명 (해외) 미국 911명, 일본 779명

2018년

옥련119안전센터(재건축), 강화119산악구조대, 서창119안전센터, 소래119안전센터

2019년

계산119안전센터(재건축), 도화119안전센터(재건축), 오류119안전센터(재건축)

주민 1만명 당 화재발생 건수 특·광역시 중 최저

2020년

국제119안전센터

+ 화재발생은 708건(’20.6월 기준)으로 특·광역시 평균(824건) 보다 14.1%↓(116건)

2021년

강화소방서 이전(직할센터 신설),인천국민안전체험관, 119화학대응센터(원창119안전센터 신설)

2022년

검단소방서 신설(직할센터, 구조대 신설)

+ 주민 1만명 당 화재발생 건수(2.4건), 특·광역시 중 가장 낮게 발생
+ 주민 1만명 당 화재발생 건수
		 - (서울)2.64, (부산)3.57, (대구)2.69, (광주)3.14, (대전)3.02, (울산)4.01, (세종)2.61

저소득층 소화기 22,118대 추가보급

소방차 현장 7분 도착률 지속 상승

+ 민선6기 23,550가구 → 민선7기 45,668가구

+ ’20년 6월 기준 78%로 ’19년 대비 4.4%p 상승, 특·광역시 중 5위

무인방수탑차(2대), 70M고가사다리차(2대), 경형사다리차(2대) 보강 등

※ 민선6기 대비 소방 서비스 개선

■ 소방안전교부세 집중투입으로 차량, 개인장비, 구조·구급 장비 보강
소방차량 보강(최근 3년) : 122대(259억원)
+ 70M고가사다리차(2대)를 도입, 20층 이상 고층부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가능
+ 화학물질 사고 및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한 무인방수탑차(2대) 도입 등
+ 2018년(51대), 2019년(41대), 2020년6월(30대)

소방관 1명당 주민수

소방차 현장 7분 도착률

part.3 기본이 튼튼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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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1조5,931억원 투입 중! (’20. 9. 23 기준)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를 구축합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을 동시 실시하고,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경제 활성화 및 피해업종 지원
+ 예산 : 1조 686억원(국비 7,717 / 시비 2,969)
+ 1차 긴급재난지원금 8,067억원(시비 1,122 포함)
+ 인천e음 캐시백 10% 제공 1,976억원
+ 전세버스·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급 55억원

■ 전국 최초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3無 실현
무상교복
전국 최초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지원

+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 30만원 지급 57억원

+ ’19년 53,444명(1인당 지원단가 266천원, 교복 현물지급)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22억원

+ ’20년 53,666명(1인당 지원단가 277천원, 교복 현물지급)

+ 준공영제 버스회사 및 광역버스 재정 지원 235억원

무상급식
취약계층·일자리 지원

전국 최초 지원(유치원~고등학교 전학년)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745개교 312,435명)

+ 예산 : 3,099억원(국비 2,361 / 시비 738)
+ 초·중·고·특수학생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317억원

무상교육

+ 중·고·대학생 코로나19 장학금 지원 58억원

’19년 9월 고3 → ’20년 고2, 3 → ’21년 전학년

+ 청년드림체크카드 확대 지급 20억원
+ 희망일자리 사업(공공일자리 1.7만개 제공) 754억원
+ 저소득층 한시지원 사업 674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예산 : 1,057억원(전액 시비)
+ 고용유지 중소기업 직원 임금 3개월분 지원 300억원
+ 경영안정자금지원 288억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160억원
+ 임대료·지방세 감면 등 309억원

코로나19 방역
+ 예산 : 1,089억원(국비 236 / 시비 853)
+ 방역물품 비축 66억원
+ 인천의료원 경영지원 및 기능보강 441억원

part.3 기본이 튼튼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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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치매안심학교(’18. 11. 19), 닥터카 도입(’19. 3. 12)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IoT 기반 어르신 안심폰 개통(’19. 5. 7)
IoT 기반 어르신 안심폰

치매안심학교

전국 최초 찾아가는 닥터카 도입(’19. 3. 12)

전국 최초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 중증환자 발생시 길병원 외상센터

「아이사랑꿈터」 설치·확충

전문 의료진이 탑승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

	’19년(3개소) → ’20년(21개소) → ’21년(50개소) →
’22년(70개소) → ’23년(100개소)

닥터 카

아이사랑꿈터

전국 최초 출산 및 보육 친화

인천 복지기준선 발표(’20년 10월)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22년까지)

-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분야

+위

치 부평구 663-41번지 일원

+ 대지면적 14,673㎡

무료와이파이 설치

+ 사 업 비 242억원

- 시내버스 2,467대, 공공시설 3,500개소,

+시

설 공공산후조리원, 아이사랑누리센터 등

광역교통망과 내부순환 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해 인천 전 지역을 역세권화 합니다.

■ 인천중심의 교통망 완성

■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특화정책 추진
전국 최초 치매안심학교 개관(’18. 11. 19)

철도·도로망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1,05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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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검단 등 서북권역 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합니다.

■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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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반나절, 수도권 주요 거점까지 30분, 도심 어디서든 1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철도망을 구축합니다.

■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인천발 KTX 실시설계 착수(’18년 9월)

제2공항철도

+ 사업구간 청라국제도시~신도림역(서울2호선)

+ 사업구간 송도역(수인선)~화성 봉담읍(경부고속철도)

+ 사업구간 숭의역(수인선)~공항화물청사역(공항철도)

+ 사업규모 L=17.61㎞ , 정거장 7개소

+ 사업규모 L=3.19㎞ , 정거장 3개소

+ 사업규모 L=16.71㎞ , 정거장 2개소

+ 사업기간 2018년 ~ 2031년

+ 사업기간 2016년 ~ 2024년

+ 사업기간 2023년 ~ 2031년

+ 사 업 비 1조 6,617억원

+ 사 업 비 4,238억원

+ 사 업 비 1조 6,218억원

인천2호선 독산 연장
+ 사업구간 인천대공원역(인천2호선)~독산
+ 사업규모 L=14.69㎞ , 정거장 6개소
+ 사업기간 2023년 ~ 2031년
+ 사 업 비 1조 986억원

■ 인천 도심 15분 이내 접근가능한 철도망 구축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 개통시기 단축(2029년 → 2027년)
+ 사업구간 서구 석남동~청라국제도시역(공항철도)
+ 사업규모 L=10.74㎞ , 정거장 6개소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 사업구간 연수구 청학동~시흥 은계~
부천 옥길~광명 노온사동
+ 사업규모 L=20.63㎞ , 정거장 8개소
+ 사업기간 2018년 ~ 2028년
+ 사 업 비 1조 3,361억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

+ 사업기간 2018년 ~ 2027년
+ 사 업 비 1조 2,977억원

인천2호선 검단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착수(’19년 8월)
+ 사업구간 독정역(인천2호선)~103역(인천1호선 검단연장)~불로지구
+ 사업규모 L=4.45㎞ , 정거장 3개소
+ 사업기간 2020년 ~ 2028년
+ 사 업 비 4,126억원

+ 사업구간 독정역(인천2호선)~고양 중산지구
+ 사업규모 L=18.52㎞ , 정거장 11개소

서울7호선 석남 연장

+ 사업기간 2023년 ~ 2031년

+ 사업구간 부평구청역~석남역

+ 사 업 비 1조 7,502억원

+ 사업규모 L=4.17㎞ , 정거장 2개소
+ 사업기간 2011년 ~ 2021년
+ 사 업 비 3,7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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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체계를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제3연륙교 실시설계 착수(’18년 7월) 및 착공(’20년)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확대 구축

+ 사업구간 국제업무지구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

+ 사업구간 계양역~검단신도시

+ 사업위치 중구 중산동~서구 청라동

(’20년 12월까지)

+ 사업규모 L=0.82㎞ , 정거장 1개소

+ 사업규모 L=6.83㎞ , 정거장 3개소

+ 사업규모 L=4.7㎞ , B=29m(자전거도로·보도 포함)

+ 사업구간 인천시 전역

+ 사업기간 2009년 ~ 2020년

+ 사업기간 2017년 ~ 2024년

+ 사업기간 2015년 ~ 2025년

+ 사업규모 BIS(320대), 버스정보안내기(1,150대)

+ 사 업 비 1,782억원

+ 사 업 비 7,977억원

+ 사 업 비 6,500억원

+ 사 업 비 30억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

신·원도심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고품격 트램 도입

+ 사업위치 중구 신흥동~시흥시 정왕동

+ 사업구간	부평연안부두선, 송도, 영종, 주안송도선,

+ 사업기간 2018년 ~ 2030년

제물포연안부두선

+ 사업규모 L=20.04㎞ , B=4차로

+ 사업규모 5개 노선, 72.3㎞

+ 사 업 비 1조 4,875억원

+ 사 업 비 1조 8,146억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I-MOD) 단계별 확대 운영
+ 사업내용 정해진 노선없이 타고 싶은 버스정류장에서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호출서비스
+ 사업시기 영종(’20년 ~ ’22년), 송도(’21년 ~ ’22년), 검단·계양1동(’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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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8 / 59

풍요로운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갑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19년 5월)

인천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 사업위치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
+ 사업규모 부지면적 53,092㎡(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 등)
+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착공(’19. 11. 1)

+ 사 업 비 3,315억원

+ 사업위치 연수구 송도동24-8 센트럴파크 인근

+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

+ 사업규모 부지면적 19,418㎡/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565억원(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등)

청라 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
+ 사업위치 서구 청라지구 중앙호수공원 내

국립해양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19년 7월)
+ 사업위치 중구 북성동1가 106-7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2024년 개관)

+ 사업규모 연면적 16,938㎡/4층

+ 사 업 비 1,081억원

+ 사업규모 연면적 4,153㎡ / 지하1층, 지상2층(공연장, 전시실 등)
+ 사업기간 2017년 ~2021년
+ 사 업 비 155억원

계양산성 박물관 개관(’20. 5. 28)
+ 사업위치 계양구 계양산로 101
+ 사업규모 연면적 1,998㎡ / 지하1층, 지상2층(자료실, 전시실 등)
+ 사업기간 2017년 ~ 2019년
※ 성곽둘레 1,184m, 높이 7m(삼국시대 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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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1단계 개관(’18년 11월) 및 2단계 복합문화공간 조성

한·중·일 문화교류와 우호협력 증진을 통해 인천의 문화예술 역량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 2단계 】

【 1단계 】
+개 관

2018. 11. 16

+위 치

송도 국제업무단지 G2-2블럭

+규 모

연면적 51,977㎡/1,727석

+규 모

오페라하우스(1,515석), 뮤지엄(19,710㎡)

+기 간

2020년 ~ 2025년

+ 사업비

2,200억원

+ 운 영	공연 40여회, 평균 객석점유율 70% 이상
(’20년 6월말 기준)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최
【 사업개요 】
+ 사 업 기 간 2019년 1월 ~ 12월(1년간)
+ 개 최 장 소	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등
※ ’19년도 개최도시: 韓 인천, 中 시안, 日 도시마구

+ 시민슬로건 ‘문화를 잇는 하늘길, 평화를 여는 바닷길, 인천’
+ 주 요 사 업 개·폐막식, 한·중·일 문화예술교류사업, 시민단체 교류 등
【 추진성과 】
+ 개막식(4. 26 ~ 27 문화예술회관) 한·중·일 예술공연, 시민 등 1,300여명 참석
+ 춤추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5. 17 ~ 6. 1 문화예술회관) 중·일 공연단 초청공연
+ 디아스포라 영화제(5. 24 ~ 28 아트플랫폼 일대) 한·중·일 대표감도 작품 특별 상영
+ 동아시아 릴레이 작가전(7. 24 ~ 28 인천아트플랫폼)
+ 한·중·일 문화관광부 장관 회의(8. 29 ~ 31 송도컨벤시아)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19년 7월)

+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9. 21 ~ 22 문화예술회관)
+ 동아시아 합창제(10. 8 송도트라이볼)

+위 치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전체

+규 모

66.86㎢/지질명소 10개소

+ 사업비

567억원(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등 조성)

소청도 분바위

+ 한중일 문학 컨퍼런스(11. 5 ~ 7 인천아트플랫폼)

대청도 농여해변 나이테바위

+ 폐막식(12. 6 ~ 7 부평아트센터) 한·중·일 문화공연, 시민 9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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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스마트한 MICE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개관(’18. 7)과 전국 최초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18. 8. 14)으로 명실상부한 스마트 MICE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마전도서관 개관(’19년 11월)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개최

+ 위 치 서구 마전동 1116-1번지

+ ’18. 9. 28 ~ 10. 8 송도컨벤시아 / 195개 회원국 정부대표 및 옵저버 500여명 참가

+ 규 모 연면적 3,118㎡ / 지하1층, 지상4층(자료실, 강당 등)
+ 기 간 2016년 ~ 2019년
+ 사업비 88억원

제17차 세계 한상대회
+ ’18. 10. 23 ~ 25 송도컨벤시아 / 62개국 재외동포 880명, 국내경제인 4,737명 참가

제6차 OECD 세계포럼 성공적 개최
논현도서관 조성(’20년 11월 준공예정)

+ ’18. 11. 27 ~ 29 송도컨벤시아 / (주제) ‘미래 웰빙의 탐구와 측정’ 95개국 2,700여명 참가

+ 위 치 남동구 논현동 611-7(논현중앙근린공원 내)

2019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 규 모 연면적 2,378㎡ / 지하1층, 지상3층(자료실, 열람실 등)

+ ’19. 4. 7 ~ 12 송도컨벤시아 / 97개국 정부기관,국제기구,시민사회 등 800여명 참가

+ 기 간 2016년 ~ 2020년
+ 사업비 83억원

KME(Korea MICE Expo) 20주년 성공 개최
+ ’19. 6. 12 ~ 17 송도컨벤시아 / 32개국 177명, 43개 기관 74명, 279개사 전시업체, 마이스산업 관계자 등 2,440명 참가

가재울 꿈 도서관 조성(’20년 12월 준공예정)

국내 최초&유일 치안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 위 치 서구 건지로 334번길 45

+ ’19. 10. 21 ~ 23 송도컨벤시아 / 8개국 140개 기업 및 기관 16,798명 참가

+ 규 모 연면적 4,473㎡ / 지하1층, 지상4층(도서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등)
+ 기 간 2017년 ~ 2020년
+ 사업비 102억원

중국 이용탕 2020 한국연회 개최
+ ’20. 1 .9 송도컨벤시아 / 중국 이용탕 임직원 등 5,000여명 참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유치
+ ’23년 개최예정, 송도컨벤시아 /
68개국 정부대표단, 중앙은행 총재 등 5천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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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양 친수공간을 차질 없이 마련합니다.

도서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인천항크루즈터미널 개장(’19년 4월)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 추진

+ 위 치 연수구 송도동(국제항만대로 438) 일원

+ 위 치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

+ 규 모 세계 최대 규모(22만 5천t)의 크루즈 입항 가능, 연면적 7,364㎡

+ 규 모 254,000㎡
+ 사업비 1,740억원

인천항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20년 6월)
+ 위 치 연수구 송도동 300-3번지 일원

어촌뉴딜 300사업

+ 규 모 여객터미널 65,421㎡, 항만게이트 1,368㎡

*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 사업비 1,965억원

+ 내 용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 견인
+ 기 간 2019년 ~ 2023년
+ 사업비 953억원 [’19년(5개소 / 456억원), ’20년(5개소 / 4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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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해넘이 다리, 소래습지 생태공원 등 시민에게 열린 바다를 제공하고,
해안선 관광벨트를 구축합니다.

인천의 서민 경제를 살려 나갑니다.

인천e음 캐시백 확대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개장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

인천e음 가입자 120만명 돌파, 전국 발행액의 65%, 4인 가족기준 연간 100만원 지급효과

+ 위 치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근 공유수면

(’20년 6월말 기준)

+ 기 간 2019년 ~ 2021년

+ 가입자 1,220,380명

+ 사업비 39억원

+ 발행액 2조 5,543억원 *경기(8,289억원), 서울(4,648억원)
+ 효 과 5,730억원(1인당 26.7만원 지급효과)

소래 해넘이 다리 조성
+ 위 치 논현고잔동 해넘이다리 인근 소래갯골 공유수면
+ 기 간 2020년 ~ 2021년
+ 사업비 38억원

소래습지 생태공원

소래 해오름 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
+ 위 치 고잔동(아암1교) 인근 공유수면
+ 기 간 2020년 ~ 2021년
+ 사업비 36억원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예타 통과(’19년 7월)

소래 해넘이 다리

+ 위 치 남동구 소래포구 일원
+ 기 간 2017년 ~ 2026년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개장(’20. 3. 2)

+ 사업비 793억원

+위

+ 어항시설 확충 물양장 1,010m, 호안 295m 준설 등

치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 사 업 비 3,060억원

+ 기 타 공원 및 친수공간 확충

+ 주요시설	경매장, 직판동, 환경동, 관리사무동,
기타 편의시설

소래포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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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롤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 세계적 공항시설을 갖춘 물류와 관광산업의 최적지 ‘영종국제도시’
위치: 중구 영종, 용유도 일원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 경제자유구역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글로벌 교육도시,
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지 ‘송도국제도시’
위치: 연수구 송도동 일원

규모: 면적 53.4천㎡

사업비: 21조 5,442억원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랜드마크시티 개발
- 국제업무단지(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 아트센터 등)
- 지식정보산업단지(투자유치 및 토지매각 등)
- 랜드마크시티 개발(국제업무, 관광/레저 주거 등)

계획인구: 256,600명

규모: 면적 52.3천㎡

사업비: 12조3,898억원

계획인구: 183,700명

인천국제공항과 해양환경을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 복합도시
구분

기간

규모

총 사업비

내용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2014~2022

38,365㎡

약 8,000억원

호텔, 카지노, 컨벤션, 쇼핑 등

파라다이스 시티

2014~2023

333,000㎡

약 2조원

호텔, 카지노, 컨벤션 등

인스파이어 IR

2016~2025
(1, 2단계)

4,367,000㎡

약 2조 8천억원

호텔, 카지노, 테마파크 등

용유 오션뷰

2014~2020

124,530㎡

약 2,648억원

호텔, 공원 등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2016~2022

445,098㎡

약 1조 5천억원

호텔, 콘도, 컨벤션 등

무의 LK

2014~2020

1,246,106㎡

약 1,900억원

프라이빗 빌라, 콘도 등

한상드림 아일랜드

2019~2022

332만㎡

약 2조 400억원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워터프런트 조성(’27년까지)
+ 위 치 연수구 송도동 일원
+ 규 모 수면적 4.66㎦, 수로연장 16㎞ (수문, 교량, 마리나, 해양공원 등)
+ 사업비 6,215억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수도권통합센터
인천유치 양해 각서 체결

시저스코리아 조감도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 위 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 계 획	재정투자심사 및
건립추진(’22년)
+ 효 과	지역내 기업의
R&D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제3연륙교 건설: L=4.7㎞ , 6,500억원(’20년 착공)
- 청라와 영종을 잇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주민교통 편의 제고 및 청라와 영종의 산업발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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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 타운, ‘청라국제도시’
위치: 서구 청라동 일원

규모: 면적 17.81천㎡

사업비: 10조4,957억원

계획인구: 135,200명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포춘200위 프랑스 ‘생고뱅코리아’(’18년 9월), 글로벌 스포츠기업 ‘데카르톤’(’18년 9월),
독일 ‘헨켈’(’18년 1월), 세계 최고 금속가공 기계 제조기업 스위스 ‘바이스트로닉’(’18년 12월),

로봇테마파크, 첨단산업단지, 업무(금융)단지, 유통산업 기지로 육성
※ 하나금융타운 2단계 준공(’19년 3월), 246,671㎡, 7,300억원

청라 스트리밍시티 조성
+위

치 청라국제도시 5-4블럭 일원

+규

모 면적 119,000㎡

+기

간 2020년 ~ 2025년

+ 사 업 비 8,400억원
+ 주요시설	미디어센터, 업무시설,
영화·드라마 스튜디오, 아카데미 등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19년 1월), 벨기에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분야 ‘오덱’(’19년 3월) 등
오쿠마코리아 CNC 공작기계 교육훈련센터 개소(’18년 8월),
아다마 코리아 및 인천테크니컬센터 개소(’18년 10월),
패션기업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18년 10월),
형지엘리트 및 네오패션형지 송도입주(’19년 4월),
아이리스오야마 제조·연구시설 준공(’19년 3월) 등
※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신고액 1,025백만 달러의 88.4%(906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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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행정혁신으로 시민중심의 정책을 펼칩니다.

데이터혁신으로 스마트한 행정시대가 열립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9년 11월)

행정혁신으로 시민중심의 정책소통이 시작됩니다.

시민과 함께 시정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업무토론 시리즈 도입(2019년)

⇒ 인천시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 시정 주요 정책분석에 적극 활용
		 * 불법주정차 분석,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화 분석, 119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기반 업무정책포털 구축(’19년 12월)과 업무관리체계 구축(’19년 9월)
⇒ 데이터에 기반한 똑똑하고 투명한 행정 추진
		 * 사회지표조사, 시정지표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과 인천시 행정 방향 점검
		 * 시정지표, 공약이행실적, 재정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홈페이지와 연계)

토론분야

⇒ 데이터기반 시민생활·안전문제 해결
		 * 인천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업무협약(’18. 7. 26)체결 후 4대 분야(교통, 침수, 지진, 미세먼지) 솔루션 구축

개최 일자

2019 폐기물관리 선진화 방안

2. 18(월)

문화·관광

문화·관광 융합과 정책협력 방안

2. 20(수)

소통·협치·혁신

2019 시민정책 활성화 방안

2. 22(금)

복지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2. 25(월)

교통

살고 싶은 인천, 함께 만드는 교통

2. 27(수)

안전

시민안전이 최상의 복지

2. 28(목)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

3. 13(수)

미세먼지 저감 및 악취 개선

3. 15(금)

일자리·경제

도시문제 실시간 분석 및 예측 솔루션 구축(’20년까지)

토론주제

폐기물관리(환경)

미세먼지(환경)
원도심(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

3. 19(화)

IFEZ, 선 자리·갈 자리

4. 30(화)

인천시 웹사이트 전면 개편(’20년 1월)
- 시민과의 소통협치를 위한 디지털 시정 구현을 위해 모바일 대중화 시대에 최적화된 기술 적용

인천시 2019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역대 최고 기록(7.81) 획득
- 전년대비 0.42점 상승 / 광역평균 7.74점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단체 선정(’20년 2월)
- ’18년 평가(16위) → ’19년 평가(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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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1

미래 먹거리 인천형 뉴딜사업을 추진합니다

2

시민공감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마련합니다

3

인천의 미래 신도시 개발에 역점을 둡니다

4

도시 인프라 등 확충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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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인천형 뉴딜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형 AI 혁신 생태계(트리플 파크)를 조성합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인천 AI 거점센터 구축(’21년 ~ ’25년, 450억원)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최종 선정(’20. 5. 7)

⇒ AI기업 집적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AI허브로 육성
		 * AI트리플 파크 구축 추진(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 파크 등)으로 AI 유망기업 유치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간 구축과 예비 유니콘 기업 양성을 위한 원스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초기 창업 (경제청+중기부)

Scale-up 성장 지원 (시+과기부)

AI 스타기업 유치 (시+ITP)

사 업 명: 스타트업 파크(품)

사 업 명:	글로벌스타업캠퍼스 +

사 업 명: AIT센터 건립(ITP)

위

SW융합클러스터 2.0

상: 전국 3년이하 창업기업
(139개 보육실)

대

상: 인천 SW융합기업 100개사

치: 송도 투모루우시티

위

치: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사업기간: ’20. 12 ~

사업기간: ’17 ~ 21(5년), 2단계 준비

대

상: AI기업 및 스타기업 유치
(167호실)

위

치: 27층, 송도 산업기술단지

입주시기: ’22.9 ~

2020년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공모 선정(’20년 4월)
- 지역 특화산업인 제조·물류·포털(공항·항만)을 인공지능 융합분야로 제안(3년간 41억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혁신성장 집중 지원
AI분야 글로벌 상위 외국학교 유치: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투 자 4,736억원
+ 일자리 1만여 개 * 기업근로자 만족도 120% 향상

송도 AI 트리플 파크 조성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

대

+ 기 간 2021년 ~ 2023년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미래형 산단, ICT·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산단을 조성합니다.

2020년 스마트 산단 신규단지 공모 선정(’19년 9월)
+ 기 간 2020년 ~ 2023년
+ 대 상 남동공단
+ 사업비 115억원(’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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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제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로봇산업 활성화 등 미래첨단산업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바이오헬스밸리, 11공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완료

공항경제권 구상

인천공항경제권에 대한 개념 및 정책 구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기존 4·5공구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확대 및 재배치

일자리창출 기반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항공교육훈련센터 설립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135,349㎡, 바이오기업 227개사 유치, 4,600여명 일자리 창출

산업생태계 구축

항공정비단지 조성, 항공물류산업단지 확대 조성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건축연면적 6,600㎡, 619억원
바이오상생협력센터 구축: 건축연면적 100,300㎡, 5층 2개관(상생협력관, 창의혁신관)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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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2020~2024)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 창출지원사업 공모 선정(’20년 4월)

- 인천로봇랜드를 AI, IoT, 5G 등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내 최대로 조성

+ 내용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스마트 점검 및 관리 서비스 제공
+ 효과 해안지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시설물 안전관리 빅데이터 및 AI기반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미래 먹거리 산업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 구현
파브(PAV*)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특별자유화 구역(인천시-옹진군)

- 로봇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라국제도시를 포함한 서구지역의 자족성 강화

* Personal Air Vehicle(개인비행체)
+ 내용 비행체 시스템 설계, 비행제어 시스템 및 동력장치 개발, 검증용 시험시스템 개발

시+도시공사 공동사업 추진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속 가능한 테마파크 조성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및 체험형
공익시설 조성

•연구/개발 ↔ 제조/생산 ↔ 체험
홍보 ↔ 판매 One-Stop 구축

•로봇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제품 홍보, 복합문화 공간 조성

•도시공사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로 시 재원 부담 최소화

•기능별 Zoning을 통한
융합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놀이시설 위주가 아닌 미래
로봇산업 기술 체험 공간 조성

+ 효과 파브산업 핵심 원천기술 선점, 지역핵심 성장 동력 확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구축: ’20년 ~ ’25년(공항공사 협력)
+ 효과 미래차 부품산업의 생태계 구축으로 미래산업 육성 부품산업 고부가 가치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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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감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마련합니다.

2

공동체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가치를 추구하며, 자원순환 일류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갑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22년 준공)
-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 하천복원 L=1.245㎞ (복개철거 L=1.155㎞ )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안마련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 조직 확대(30명)

+ 사 업 비 486억원

- 총 30명(1차 3팀 16명, 2차 1과 4팀 14명)

 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운영(’18년 7월~)과 악취 및
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감축
미세먼지 수치변화
PM10

2018년 40㎍/㎥

2019년 43㎍/㎥

2020년 6월 37㎍/㎥

PM2.5

2018년 22㎍/㎥

2019년 23㎍/㎥

2020년 6월 20㎍/㎥

▲

전기 시내버스(’19년 26대, ’22년까지 296대), 수소차(’20년 750대, ’24년까지 약4,250대)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

화력발전소 비상시 한시적 셧다운제 추진(’18. 10 ~ ’22)으로 화력발전량 20% 감축 운영

▲

공기청정기 보급(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초·중·고)

온실가스 감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18년 10월)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3년 연속 지자체 1위 달성,
2030년 온실가스 로드맵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미래 녹색인천 목표 구현

전국 최초 문학산 토양오염 문제를 정부(환경부)정화사업 방식으로 도입
- ’20년 2월 완료, 전액국비로 추진 (57억원 시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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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미래 신도시 개발에 역점을 둡니다.
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복합문화도시를 건설합니다.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지구(공동주택) 24만평, 6,904세대,
가정공공 주택지구 40만평, 9,660세대,
가정2 공공주택지구 8만평, 2,429세대 등

계양테크노밸리 - 첨단산업 일자리 유치 및 신 경인사업 거점도시로 조성
+ 위 치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
+ 규 모 3,328천㎡(17,000세대)
+ 기 간 2019년 ~ 2026년
+ 사업비 3조 5,273억원

루원시티 - 원도심 재생 활성화와 행정복합도시 구현
+ 위 치 서구 가정동 571번지 가정5거리 일원
+ 규 모 906천㎡(9,440세대)
+ 기 간 2006년 ~ 2020년
+ 사업비 2조 8,789억원

검단지구 택지개발 - 복합문화도시 건설
+ 위 치 서구 마전, 당하, 원당, 불로동 일원
+ 규 모 11.106㎢(1~3단계)
+ 기 간 2009년 ~ 2023년
+ 사업비 8조 3,8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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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프라 등 확충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까지 22개소 확충
(박물관 3개소, 도서관 3개소, 청소년 시설 4개소,
체육시설 8개소, 복합시설 4개소)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2022년까지 13개소 확충
(복지관,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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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2개소 목표
(국가기관 3, 공공시설 7, 기타 2)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기관을 늘려가겠습니다.
소방인프라 17개소 확충
(소방서 2개소, 안전센터·구조대 12개소,
교육·체험시설 2개소, 기타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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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30㎞(4%)의 도로를
연장하겠습니다.
3,182㎞ (2018년)
3,269㎞ (2020년)
3,312㎞ (2022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198,300㎡ (2019년)
73,185㎡ (2020년)
7,082,000㎡ (202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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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총 연장 144.27㎞로
늘어납니다.
139.28㎞ (2018년)
144.27㎞ (2021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확충
3개소
1.954천㎡
2개소
2.89천㎡
2개소
7.74천㎡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부록

시민과
함께한 결실
1

민선7기 수상현황

2

민선7기 정부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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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민과 함께한 결실

민선7기 수상현황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2019. 12)

행정안전부장관

2019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2019. 12. 23)

행정안전부장관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닥터-카 운영) 선정 (2020. 5)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2019. 6. 3)
중소벤처기업부 2018 공공구매 촉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2018. 11. 7)
2018년 비상대비 유공 기관표창 (2018. 11. 27)

대통령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행정심판 부문 우수기관 선정 (2019. 2. 27)
제31회 119소방정책컨퍼런스 대회 전국1위 (2019. 10. 17)

대통령

대통령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2019. 9. 17)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2018. 11)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선정 (2020. 1. 20)

대통령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최우수거점 (2018. 11. 28)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 (2019. 7. 4)
공간정보 기술발전 유공 기관표창 (2019. 8. 7)

2018년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2018. 11)
2018년 산림보호 1등(우수상) (2018. 11. 9)

국무총리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 우수 (2018. 9. 14)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최우수기관 (2018. 12)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 (2018. 12. 27)

지방재정 확대 우수기관 (2019. 7)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18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우수기관 (2018. 12. 31)
2018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2019. 3)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18년 섬발전 활성화 정책 부문 우수기관 (2018. 12. 4)

행정안전부장관

대한결핵협회장
산림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9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1등 (2019. 9. 26)
2019 지속가능교통도시 평가 최우수 (2019. 12)

소방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한국교통연구원장

2019년 산불방지 예방 홍보 분야 최우수기관 (2019. 12 .23)

산림청장

2019년 문화재 재난안전(방재) 유공 최우수기관 (2020. 2. 10)
2019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우수단체 (2020. 6. 30)

문화재청장
소방청장

2018 에피 어워드 MOST EFFECTIVE MARKETERS 특별상 (2018. 8. 25)

행정안전부장관

2019 국제비즈니스 대상 (2019. 8. 14)

행정안전부장관

2019년 지방규제혁신 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2019. 9. 23)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우수단체 (2019. 12)

2019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2019. 5)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2018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우수단체 (2019. 6. 3)

행정안전부장관

2017년 특수상황지역개발부문 우수기관상 (2018. 11. 15)

보건복지부장관

2018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 우수상 (2018. 12. 13)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2018. 10. 31)

국무총리

국가지식재산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2020. 9. 4)

보건복지부장관

2019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성과 평가 최우수등급 (2019. 12. 19)

국무총리

국무총리

2018년 긴급구조훈련 평가 전국1위 (2019. 11. 8)
에너지효율향상 기관표창 (2019. 11. 12)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9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최우수기관 (2019. 12. 13)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우수기관 선정 (2018. 12. 26)

국토교통부장관

농산물도매시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최우수기관 (2018. 10. 8)
가축방역 우수기관 (2018. 11. 29)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9. 7. 11)

대통령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 소방안전대책 유공 기관표창 (2019. 9. 25)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018 지적재조사업무 최우수기관 (2018. 12. 31)

대통령

2019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대상 (2019. 11. 26)

교통안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1등 (2018. 12)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소셜아이어워드 2019 광역지방자치기관 페이스북 분야 대상 (2019. 10. 2)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광역자치단체부분 대상 (2019. 11. 13)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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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민과 함께한 결실

민선7기 정부공모사업 선정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광역도로(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개설 국토교통부

SW융합클러스터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국토교통부

실감형 콘텐츠산업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시재생뉴딜사업(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국토교통부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고려충절의 역사를 가진 남산마을) 국토교통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우수저류시설 설치(간석지구)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석남1지구)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융합기술을 활용한 PAV 핵심기술개발 협력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보건복지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저류시설 설치(구월지구)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부평6지구) 행정안전부

2020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토교통부
2020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사회참여형 멀티모달 서비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도서특성화사업) 행정안전부
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국토교통부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청년과 어른신의 OPEN PLACE,“비룡공감 2080) 국토교통부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도권매립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구축 국토교통부

청라국제도시 IHP 진입도로 개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사회참여형 I-MOD 서비스 국토교통부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드론인증센터 유치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국토교통부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신축 해양수산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우수저류시설 설치(가좌2지구) 행정안전부

옹진 가족돌봄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행정안전부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선정 보건복지부

2020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 해양수산부

가좌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산림청

2020-2021 펜타포트 음악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주안지구)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