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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지원됩니다.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확대

시행일 : 2022년 2월
! 달라집니다

궁금합니다?

기존

    ▶  인천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원의 약 82%

▶  인천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원 모두(100%)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하여 전국 문화예술· 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1인당 연 1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누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이상(2016. 12. 31. 이전출생자)인 분들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처음 발급 받으실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및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1년도에 발급받으신 분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유한 카드에 자동으로 10만원이 

충전됩니다. (자동재충전)

문의처 문화예술과 ☎032-440-4026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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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에게 자유로운 음악창작과 공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반제작, 홍보·마케팅, 

음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인천음악창작소가 문을 엽니다.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궁금합니다?

▶ 지역음악인들을 위한 음악창작 활동공간 ‘인천음악창작소’ 개소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 일원(캠프마켓 내)

2022년

인천음악창작소는 어떤 곳인가요?

-  ‘인천음악창작소’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고, 공연하고, 서로 소통하며 나눌 

수 있는 거점공간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구성공간 : 녹음실, 컨트롤룸, 편집실, 연습실, 세미나실, 공연장 등

- 지원물품 : 음향장비, 비디오시스템, 조명, 악기(피아노, 드럼 등) 일체

- 추진사업 : 음반제작, 공연활동 제작·홍보·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천에서 활동하는 지역 음악인 등 인천 시민 누구나 지원받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음악창작소 대관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사용합니다.

문의처 문화예술과 ☎032-440-4019

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2. 캠프마켓에 인천음악창작소 개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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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3. 강화·옹진 폐교 활용 복합문화 공간 개관(신설)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1.  강화 폐교 활용 복합문화 공간 준공 및 개관

       ▶  위       치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57(舊 강후초등학교)

       ▶   개  관  일 : 2022. 하반기

       ▶  규       모 : 부지면적 13,523㎡, 연면적 1,357㎡, 지상2층

       ▶  주요시설 : 천문관, 다목적 교실, 전시실 등 

       ▶  총사업비 : 40억원

2. 옹진 폐교 활용 복합문화 공간 준공 및 개관

       ▶  위       치 : 옹진군 덕적면 소야리 236-1 (舊 소야분교) 

       ▶  개  관  일 : 2022. 상반기

       ▶  규       모 : 부지면적 5,683㎡, 연면적 652㎡, 지하1층

       ▶  주요시설 : 생활문화센터, 마을아카이브, 관광안내소, 공유주방 등 

       ▶  총사업비 : 40억원

2022년

시작합니다

신설

강화 폐교 복합문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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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  마을 이미지를 훼손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폐교를 개·보수하여 섬 지역 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게 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강화도와 소야도 섬 지역내 주민들과 섬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문화콘텐츠과 ☎032-440-3997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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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K-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영상콘텐츠를 제작·활용 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공간으로 

인천시내 공공도서관 4개소에 새로 조성됩니다. 

     4. 스마트 K-도서관 공간 조성(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궁금합니다?

▶  공공도서관 4개소(부개·수봉·영종·율목도서관)에 영상 제작, 온라인 플랫폼 송출 등 시민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자세한 이용방법 등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

2022년

스마트 K-도서관은 무엇인가요?

-  스마트 K-도서관은 영상 및 음향을 촬영·녹음·편집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기기 및  

스튜디오 공간을 공공도서관 안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문의처 문화예술과 ☎032-440-4019

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영종도서관 <스튜디오Y> 율목도서관 <YM발전소>

위치 및 홈페이지

시설명 위 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부개도서관 부평구 부일로83번길 46 032-505-0062 http://www.bppl.or.kr/

수봉도서관 미추홀구 경인로 218 032-870-9100 http://www.imla.kr/sb

영종도서관 중구 영종대로 85 032-745-6000 http://www.ylib.or.kr

율목도서관 중구 답동로24번길 17 032-770-3800  www.imla.kr/ym/

신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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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안도서관을 새단장합니다.

5.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및 재개관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  사  업  명 :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20.1. ~ 2022. 6.

▶  사  업  비 : 3,590백만원(국비 660백만원, 시비 2,930백만원)

▶  공사내용

   -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및  구조안전 보강

▶  주요변경 사항

   - 어린이열람실 확장(1층), 통합자료실 구축(3층) 등

2022년

문의처 도서관정책과 ☎032-440-7873

더 알아보기

! 달라집니다

1층 로비 어린이열람실 통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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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운영시간이 지났어도 외부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을 통해 

책을 빌릴 수 있는 24시간 대출·반납 서비스입니다.

6. 비대면 무인도서대출기(스마트도서관) 운영     )

시행일 : 2022년 8월

궁금합니다?

기존

▶    미추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총 3곳 운영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청라호수공원 

   북드라이브,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   6대 추가 운영*, 총 9대 운영

  *추가운영 : 미추홀·청라호수·청라국제·

    영종하늘·마전·송도국제기구도서관

2022년

스마트도서관이란 무엇인가요?

-  도서관 운영시간 외에도 직원의 도움없이 24시간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무인도서대출기입니다. 

-  스마트도서관 내 비치된 도서를 현장에서 직접 무인자판기 형식으로 대출하는 방법과 도서관 소장도서를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기기에서 대출해가는 예약도서대출 형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미추홀 및 분관(청라호수·청라국제·영종하늘·마전·송도국제기구) 도서관 회원

- 인천시 타 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책이음 회원증 소지자입니다. (미추홀 및 분관 도서관 1회 방문 및 등록 필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신규 : 미추홀·청라호수·청라국제·영종하늘·마전·송도국제기구도서관

- 기존 :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청라호수공원 북드라이브,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이용하나요?

- [비치도서 이용] 리브로피아 앱 및 스마트도서관 터치스크린에서 직접 ‘책바구니 담기’ → 기기에서 대출

- [예약도서대출 이용]  미추홀도서관 누리집 및 리브로피아 앱 도서 예약 → 도서대출 안내문자 수신  

→ 신청 장소에서 대출

홈페이지 https://www.michuhollib.go.kr   문의처 미추홀도서관 문헌정보부 ☎032-440-6632

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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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회원이 읽고 싶은 도서를 가까운 서점에서 바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7.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확대

시행일 : 2022년 3월

궁금합니다?

기존

▶    남동구 소재 7개 서점 대상 시범 운영 ▶    인천시 소재 서점 대상 확대 운영 

(강화·옹진군 제외)

2022년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이란 무엇인가요?

-  도서관 회원이 읽고 싶은 도서를 가까운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도서관을 통한 희망도서 

신청보다 빠른 시일 내 도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미추홀 및 분관(청라호수·청라국제·영종하늘·마전·송도국제기구) 도서관 회원

- 인천시 타 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책이음 회원증 소지자

    (미추홀 및 분관 도서관 1회 방문 및 등록 필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 도서관 누리집 및 리브로피아 앱 도서 신청 → 이용 안내 알림톡 수신 → 신청 서점에서 대출

홈페이지 https://www.michuhollib.go.kr   문의처 미추홀도서관 문헌정보부 ☎032-440-6622

더 알아보기

!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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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최대 24개월간 (만0세∼만1세)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1. 영아수당 신설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2022년

영아수당(현금)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양육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기존대로 보육료(바우처) 지원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지급대상이 아님

영아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30만원(현금) 지원(2022년 기준)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시기)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정양육 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서비스 변경 신청을 통하여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달라집니다

지급대상 0세

시설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월20만원 지원

시설이용 보육료지원

지급대상 0세 (‘22년 출생아부터)

시설미이용 영아수당 월30만원 지원

시설이용 기존과 동일

문의처 市 보육정책과 ☎032-440-3418 및 10개 군·구 보육관련 부서, 관할행정복지센터

더 알아보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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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거주하는 만5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경비를 

전액지원 합니다. 

      2. 만5세아 어린이집 등원시 필요경비 지원설)

시행일 : 2022년 3월

궁금합니다?

기존

▶    부모가 만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담 

(최대 17만5천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만5세아동 

(2016년생)이 관내 어린이집 이용 시 

→ 시가 필요경비(최대 17만5천원) 전액 지원

2022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5세 아동(2016년생)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최대 17만5천원까지 어린이집에 지원(실비보상)합니다.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시도특성화비, 차량운행비, 입학준비금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학기가 시작되는 2022년 3월부터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어린이집에서 군·구로 직접 신청하므로, 학부모님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 달라집니다

문의처 市 보육정책과 ☎032-440-2894 및 10개 군·구 보육관련 부서

더 알아보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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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3.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지원연령 : 만11세~만18세

▶    지원금액 : 월11,500원(연138천원)

▶    지원연령 : 만9세~만24세

▶    지원금액 : 월12,000원(연144천원)

2022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중 만9세~만24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면 가능합니다.

    * 만9세(2013년출생) ~ 만24세(1998년 출생)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월 12,000원(연 144,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단, 만19세~만24세는 2022년 5월부터 8개월분만 지원

무엇이 좋아지나요?

-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11세~만18세에서 만9세~만24세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연 138,000원에서  

연 144,000원으로 확대됩니다.

!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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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이 원칙이며,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자격 확인 자료

-  이용절차 :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생리

용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32-440-2845 

더 알아보기

문의처 문의 내용 비 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해당 여부, 신청방법 등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바우처 이용방법, 가맹점 문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생리용품 지원 관련 궁금한 점 129

서비스 신청 접수·검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대상자 
확정·통보

군·구
담당자

카드신청
(카드사·은행) 

이용자

카드발급

카드사

바우처지급

사회보장
정보원

구매
(온오프라인)

이용자이용자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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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상반기(예정)

궁금합니다?

▶    지원연령 : 만18세

▶    지원금액 : 월12,000원(연144천원)

2022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8세(2004년생) 여성청소년이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대상은 중복지원 제외

    ※ 만18세 대상 우선 시행 후, 단계별 확대 시행 예정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월 12,000원(연 144,000원)을 지원합니다.

시작합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만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신설)

구분 1단계(‘22년) 2단계(‘23년) 3단계(‘24년) 4단계(‘25년)

지원대상 18세(‘04년생) 17~18세(‘05~‘06년생) 15~18세(‘06~‘09년생) 11~18세(‘07~‘14년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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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인천광역시의 만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 지원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온·오프라인 신청(예정)합니다. 

- 이용절차 : 지원 대상 결정 후 인천e음카드로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용절차는 추후 안내 및 홍보 예정)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32-440-2845

더 알아보기

문의처 문의 내용 비 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해당 여부, 신청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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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5.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 신규 69개소 101명 지원 

▶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 확대 76개소 123명 지원

2022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76개소에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 3~5세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 지원(개소당 최대 3명) 합니다.

    ※ 국비지원 보조교사와 별도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국비지원 보조교사 단가)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지원받나요?

! 달라집니다

보조교사 모집·선발

장애아 어린이집

(전문·통합)

채용승인 신청

장애아 어린이집(전문·통합)

↔  군·구청

인건비 지원(매월)

장애아 어린이집(전문·통합)

↔  군·구청 

문의처 보육정책과 ☎032-440-3413 및 관할 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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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     청소년정보시스템 “이룸”(https://www.i-eroom.com)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신청도 “이룸”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22년

인천광역시 청소년정보시스템 “이룸”이 무엇인가요?

-  인천지역 청소년정보의 통합·제공, 관련 프로그램 신청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간 소통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청소년 정보가 필요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을 운영합니다.

6. 인천광역시 청소년정보시스템 “이룸[e-room]” 운영(신

!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https://www.i-eroom.com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32-440-2843  

더 알아보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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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7.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7세→8세)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지원대상 : 만7세미만(0-83개월) ▶    지원대상 : 만8세미만(0-95개월)

2022년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달라집니다

문의처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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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인상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양육비 : 월 30만원/인 ▶    양육비 

   - 만 7세미만 : 월 30만원/인

   - 만 7세이상 : 월 40만원/인

2022년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며, 가정위탁아동은 보호연장을 받은 경우 보호중지 시까지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주소지 관할 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달라집니다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32-440-2848

더 알아보기



30 _  2022, 슬기로운 인천생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확대됩니다.

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매칭비율 1:1

   - 지원한도 월 5만원

 * (기존) 아동이 5만원 입금시 정부 5만원 매칭

▶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 매칭비율 및  

지원한도 확대

   - 매칭비율 1:2  

   - 지원한도 월 10만원

 * (확대) 아동 5만원 입금시 정부 10만원 매칭

2022년

아동발달지원계좌란 무엇인가요?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을 

의미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정부지원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지원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

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입니다. 

적립금 사용 용도는?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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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추진절차 

- 가입절차

   ① 시설 보호아동은 시설에서 군·구에 신청 제출합니다. 

   ②  가정위탁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 정부 적립 금액이 2배로 확대되어 자산 형성이 용이해지고 자립 역량이 강화됩니다. 

아동 읍·면·동 시·군·구 협력은행 아동 시·군·구

시설보호

아동

(시설제출)

대상자확정통보

은행에서

발급된 통장 

대상자에게 교부

통장발급후

(신한은행) 

구청으로 송부

아동(후원)

저축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

만기지급

가정위탁

보호아동

(계좌신청)

신청자취합 제출

(매월)

기초생활수급

가정아동

(계좌신청)

신청자취합 제출

(매월)

문의처 소재지 관할 각 구청 및 군청 아동관련 부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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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책정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1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생계급여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월10만원

▶ 생계급여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10만원 → 월20만원’으로 인상

▶  (신설) 저소득한부모가족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도입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달라집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저소득(생계급여 포함) 한부모가족 만18세미만 아동 월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급여,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5만원

청년 한부모가족(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청년 한부모가족(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학용품비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월8.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복지시설 입소가구 (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월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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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중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 

(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25세 미만인 한부모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문의처 가족다문화과 ☎032-440-2872/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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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

▶     호봉제 도입시설 및 임금보전 국비시설    

보건복지부 임금 권고기준 준수율 94%

▶     사회복지사 직무교육비 50%

▶     장기근속 종사자 유급휴가(시비)

▶ 정액급식비(신설)

▶ 관리자 수당(신설)

▶  호봉제 도입시설 및 임금보전 국비시설  

보건복지부 임금 권고기준 준수율 97%

▶  사회복지사 직무교육비 70% 

▶  장기근속 종사자 유급휴가(국·시비)확대 

2022년

호봉제 도입 시설 및 임금보전 국비시설 종사자란 무엇인가요?

-  중앙부처 인건비 지원 보조금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그 차액을 市가 보전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호봉제 도입 시설 :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임금보전 시설 :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 수당을 신규 지원합니다.

   ＊정액급식비 : 월 5만원 / 관리자 수당 : 월 10만원

-  호봉제 도입 시설 및 임금보전 국비시설의 보수수준이 보건복지부 임금 권고기준의 94%에서 97%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사회복지사 직무(보수)교육비를 50%(28,000원)에서 70%(39,200원)로 확대 지원합니다.

- 장기근속 종사자 유급휴가 제도를 국비시설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유급휴가 : 근속기간에 따라 5일∼20일, 1일 85,000원(‘22년 인천시 생활임금수준)

!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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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유의사항

?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액급식비 :  국·시비 인건비(4대 보험 포함)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6개월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관리자수당 :  국·시비 인건비(4대 보험 포함)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시설장 

- 장기근속 유급휴가 :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실무경력 10년 이상 종사자

지원 제외 대상이 있나요?

-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주 40시간 미만인 종사자는 정액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명예직, 겸직시설장, 관리업무 미 수행 시설장(1인 시설)은 관리자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간외 수당과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초과, 공개채용 미 시행 선발 직원, 군·구 자체 설치 시설은 시설이나 

법인 자부담 또는 군·구 자체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 ☎032-440-3463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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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4월 

▶ 참여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 중증(장애가심한) 장애인

▶ 근로시간 :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급       여 : 512,960원

▶ 직무내용 : 문화예술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활동

▶ 사업인원 : 27명 ※ 군·구별 자체 수행기관 선정 운영

2022년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2-440-2942

더 알아보기

민간기업이나 기존 공공일자리에도 근무가 어려운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신설)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 

-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의견제시·토론,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보조활동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기 위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군·구별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서 참여자모집 등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2022년 4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시작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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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2월 

▶ 시설종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 참여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 직무내용 : 음악 교육, 훈련 및 연주활동

▶ 이용인원 : 20여명

   ※ 근로시간 및 급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술단 창단 이후 공지

2022년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2-440-2943

더 알아보기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예술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합니다.

     3.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설치·운영

궁금합니다?
장애인예술단이란 무엇인가요?

-  인천광역시가 민간위탁을 하여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 훈련 및 연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예술단입니다.

참여대상은 누구인가요?

- 인천시 관내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2022년 2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시작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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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상반기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차량 배려 스티커 지원

  ● 기   간 : ‘22. 상반기 중 ~ (선착순)

  ● 매   수 : 약 5,000매 예정

  ● 대   상 : 인천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교통약자

  ● 배부처 : 관내 장애인·노인·영유아 등 복지시설 및 관할 행정 복지센터

2022년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용 차량을 표식할 수 있는 

스티커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4.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차량 배려 스티커 배부

궁금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차량 배려 스티커’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의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1인당 2매를 지원해 드리며, 해당 스티커의 오른쪽 설명문을 읽으신 뒤, 왼쪽의 부착부분만 떼어내어  

차량 전·후방에 1매씩 부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천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스티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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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더 알아보기

궁금합니다?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장애인·노인·영유아 등 복지시설*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종합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2022년 시행 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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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보장기기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하여 전동보장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5. 장애인전동보장기기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궁금합니다?

기존

▶     장애인전동보장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 10개 군구, 162대 설치

▶ 장애인전동보장기기 급속충전기 추가설치

  ● 추가설치 : 6개 군구, 23대

   - 중구(8), 미추홀구(1), 연수구(3), 

      남동구(4), 서구(5), 옹진군(2)

2022년

장애인전동보장기기 급속충전기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전동보장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단시간(1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추가 설치장소는 어디인가요?

- 중구(8), 미추홀구(1), 연수구(3), 남동구(4), 서구(5), 옹진군(2) 등 23개

- 세부 설치장소는 향후 인천시 및 각 군구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

이용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전동보장기기 이용 장애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작합니다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2-440-2948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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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내용이 확대됩니다.

6.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궁금합니다?

기존

▶     주간활동서비스

  ● 제공시간

   - 단축형 월 56시간 지원

   - 기본형 월 100시간 지원

   - 확장형 월 132시간 지원

  ● 지원단가

   - 시간당 14,020원

▶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단가

   - 시간당 14,02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결제액 상계처리 불인정

   - 전년도(20년 이전) 결제액

▶     주간활동서비스

  ● 제공시간 확대

   - 단축형 월 88시간 지원

   - 기본형 월 120시간 지원

   - 확장형 월 154시간 지원

  ● 지원단가 인상

   - 시간당 14,805원

▶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단가 인상

   - 시간당 14,805원

▶     서비스 제공기관

  ● 결제액 상계처리 인정(22년부터)

   - 전년도(21년) 결제액

2022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간활동서비스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서비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2-440-2965

더 알아보기

!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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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22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3개 통장이 신설되고, 기존 5개 통장은 신규가입없이 기존 가입자를 지원합니다.  

7.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개편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자)

▶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수급, 차상위 청년)

(기존) 5개 통장(신규가입 없음)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자)

▶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수급, 차상위 청년)

 +
(신규) 3개 통장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수급자)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중위소득 50%~100%)

2022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  3개 통장을 신설하여 통장구조를 간소화하고 차상위 청년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5개 통장은 신규 

가입 없이 3년 만기 시까지 기존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신규 통장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희망저축계좌Ⅰ 3월, 희망저축계좌Ⅱ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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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Ⅰ와 Ⅱ은 무엇인가요?

-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월10만원 본인 저축액에 대하여,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월10만원 본인 저축액에 대하여,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3년만기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차상위이하) 만15세이상 만39세이하의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근로 청년

- (차상위초과)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의 연소득 600만원이상 2400만원이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본인저축액 10만원에 1:1 정부매칭을 지원합니다.

   다만, 수급 및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을 합니다.

 문의처 생활보장과 ☎440-1542, 군·구 자활사업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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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8.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일 : 2022년 1월

궁금합니다?

기존

▶     복지대상자에게 군·구 문자 개별 발생

   (대상자 탈락여부 등)

▶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가능 

 -  신청시 생애주기별, 자격확인, 소득재산조사 

등(총 78개사업) 안내문자 발송  

2022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시(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동의하거나,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동의하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가능)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존수급대상자 및 신규신청자의 공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및 자격확인, 소득재산조사 

맞춤형 급여문자를 안내(78개 사업)합니다.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처 생활보장과 ☎032-440-1552

더 알아보기

! 달라집니다

※ 생애주기별 안내사업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등 8개 사업

※ 자격확인 안내사업 : 해산급여, 양곡확인,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40개 사업

※  소득재산조사확인 안내사업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3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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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생활보장과 ☎440-1542, 인천광역자활센터

더 알아보기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2.3 ~ ‘22.12월(10개월) 

  ● 참여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75%이하

  ● 급       여 : 최저임금 지급

  ● 지원규모 : 50명

  ● 근로시간 : 4시간 ~ 8시간

  ● 근로업체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수행기관 : 인천광역자활센터

2022년

저소득층의 일자리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예방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사업」을 실시합니다.

     9.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사업 시행(신설)

궁금합니다?
『인천형 꿈이든일자리 사업』은 기존의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공공일자리으로 자활근로는 중위소득 50%이하, 공공근로는 중위소득 65%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 사업은 중위소득 50%초과 75%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근로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규모는 5명인데, 더 늘릴 수는 없나요? 

-  내년에는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중단기 저소득층 일자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인천광역자활센터에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신청을 받아,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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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고, 맞춤형 생계급여 수준은 인상됩니다.

10.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21.10월 폐지)

  -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년1억)·고재산(9억) 부양

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좌    동”

2022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지원액

  ●  월 1,462,887원 지원 (4인가구 기준)

    - 전년대비 2.68% 인상

▶     생계급여 지원액

  ●  월 1,536,32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 전년대비 5.0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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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월)

 (단위 : 원/월)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경우

※ 생계급여 지원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21년 대비 5.02% 인상]  

※ 선정기준

문의처  생활보장과 ☎032-440-1555, 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더 알아보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인정액)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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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액이 인상됩니다.

11.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지원액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선정기준 

  ●  1,950,516원 (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지원액

  ●  월 731,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 ‘21. 10월 시행

▶     선정기준 

  ●  2,048,432원 (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지원액

  ●  월 768,162원 지원 (4인가구 기준)

    - 전년대비 5.02% 인상

2022년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가구의 생활보장을 위한 지역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액 상향

!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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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월)

 (단위 : 원/월)

궁금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생계급여 지원액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0% 지원)

문의처 생활보장과 ☎032-440-1555, 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더 알아보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0%이하

‘21년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지원액

(정액지원)

’21년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22년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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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임차급여 수준도 인상됩니다.

12. 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선정기준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2,194,331원 이하 (4인가구 기준)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월 371,000원 지원 (4인가구 기준)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2,355,697원 이하 (4인가구 기준)

   - 전년대비 7.35% 인상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월 391,000원 지원 (4인가구 기준)

    - 전년대비 5.39% 인상

2022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임차 또는 자가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달라집니다



www.incheon.go.kr  _  53

 (단위 : 원/월)

 (단위 : 원/월)

궁금합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기준임대료 (2022년) 】

【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 : 수선한도 (2022년) 】

※ 주거급여 지원보장수준 상향

문의처 주택정책과 ☎032-440-4744, 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더 알아보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6% 이하

(소득인정액)

’21년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2년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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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시행일 : 2022년 9월

궁금합니다?

기존

▶      2015~2020년 : 인천시 마이스 산업과 

주관 마이스커리어 페어 특별 세션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진행

  (외교부 공동 주최)

▶      2021년 : 외교부주관 국제기구진출설명회

 - 인천시, 서울시, 부산시 공동참여(온라인)

▶  2022 인천시(국제협력담당관) 주관 국제

기구 진출 설명회(외교부와 공동 주최)

2022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란 무엇인가요?

-  인천시 국제기구에 대한 취업적령기 젊은이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코로나 이후 국제기구로의 진출 모색을 

위한 대비로 마련된 진출 설명회입니다.

-  전 세계 및 한국에 분포해 있는 국제기구의 글로벌 인재모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국제기구 취업 안내 역할을 합니다.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 국제기구 개요 설명(각 국제기구에 대한 발표, 질의응답)

- 국제기구 모의 면접 실시 등

!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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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국제기구 취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내국인입니다.

언제 개최되나요?

- 2022년 9월 예정입니다.

2020년 국제기구 MICE 커리어 페어 사진(온라인)

문의처 국제협력담당관실 ☎032-440-3242

참고기관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https://unrecruit.mofa.go.kr/new/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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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2.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9개 군·구 12개 사업 ▶ 9개 군·구 17개 사업

2022년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이 무엇인가요?

-  기존 시에서 추진하던 하향식 일자리 정책에서 군·구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현장 수요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일자리 부서의 모집공고 및 추진일정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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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2022년 군·구별 사업(예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032-440-4235 , 각 군·구 일자리부서

더 알아보기

군·구명 사업명 사업내용

중구

(1)
누들플랫폼 인큐베이팅 운영사업

누드스쿨 운영으로 누들인력 양성 및 지역 누들상점 역량을 강화하여 창업 유도 

및 지역 누들상권 활성화 도모

동구

(1)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작은도서관에 독서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모

미추홀구

(1)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

조리원 배치규정이 없는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조리사를 지원, 조리사 고용 

창출과 보육의 질 향상 도모

연수구

(3)

1인 방송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유튜브와 같은 1인 방송 제작자 일자리 창출 성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이모티콘 작가 양성사업

<신규>

이모티콘 제작자로서 역량강화를 통하여 신중년의 은퇴 이후 신(新) 진로 개척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도서관과 함께 크는 그림책 

교육지도사 양성사업<신규>

그림책 교육지도사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도서관 특성에 맞는 그림책 강좌 

운영

남동구

(2)

남동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
주차난 및 교통정체가 심각한 남동산단의 출·퇴근 교통환경을 개선, 기업체 

인력난 해소 및 취업 활성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남동구 내 2천5백명의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 복지관 이용 또는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 제공

부평구

(2)

찾아가는 육아코칭 서비스 활동가 

양성사업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 대상, 육아코칭 활동가를 양성하여 24개월 자녀를 둔 

관내의 초보 엄마들에게 육아코칭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강사 양성사업
경력단절 여성을 ‘성평등 교육 강사’로 양성 후 관내 기관을 방문하여 성평등 

교육 추진 및 성평등 문화 조성

계양구

(2)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서운산단 근로자들의 불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직률 억제, 고용안정 기여

자원순환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

<신규>

가져온 분리배출된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배출 감소

서구

(3)

검단일반산단 통근버스 운영사업
대중교통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인 검단일반산단 근로자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I-FOOD PARK 통근버스 운영사업

<신규>
중소기업 고용확대, 지역고용 창출과 지역경제력 증대 기여

에듀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코로나19에 대응하는 1인 미디어 비대면 전문강사 양성 및 온라인콘텐츠개발, 

강의 스토리텔링 방법 등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활용하여 취업 연계 및 

고용 창출에 기여

옹진군

(2)

옹진브랜드 개발 농업특화사업
옹진 특화작물인 해당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한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생산으로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옹진 로컬푸드 영셀러 고용 지원사업

<신규>
지역특산물 판매 청년 매니저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판매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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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도 

차별화된 지역 공동체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3. 인천e음 플랫폼 기능 강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인천e음 특화카드 발행

 -  입주자카드, 마을카드, 기업카드, 대학

카드 등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카드 발행 

▶      배달e음 인천 전역 확대 시행

 -  기존 서구와 연수구에서 시행하던 공공

배달 서비스를 인천 전 군·구 확대 시행

▶      혜택플러스 가맹점 운영

 - (사용자) 1%~5% 할인 혜택

 - (사업주) QR결제 수수료 무료 

▶  배달e음 활성화

 - 배달e음 가맹점 16,000개 확보

 -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

 -  혜택플러스 가맹점 20,000개 모집을 통한 

시민과 소상공인 혜택강화

▶  인천e음 택시 본사업 실시

 - 인천e음 택시 10,000대 모집

2022년

인천e음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인천e음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타지역 시민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인천e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마트(SSM), 유흥업소를 제외한 인천전체 사업장 17만 5천개 중 99.8%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달라집니다



www.incheon.go.kr  _  61

궁금합니다?
인천e음 캐시백과 별도로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무엇인가요?

-  사업주가 1%~5%의 현장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소비자가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인천e음으로 결제할 경우 

현장 할인은 물론 10%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도에도 10% 캐시백 유지하나요?

-  지역내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22년 예산소진시까지 10% 캐시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 ☎440-4212, 4216~4219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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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GIS 정보 수집·갱신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4. 인천형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 양성

시행일 : 2022년 3월

궁금합니다?

기존

▶      도시기초정보 수집 및 갱신 등의 업무를 

GIS전문업체에 위탁

▶  고용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디지털 트윈 

크리에이터로 양성하여, 일자리 제공 

(200명 예정)

2022년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도시기초정보 또는 건축물정보(건물,용도,층수등)를 3차원 디지털 가상공간에 모형(점, 선, 도형 등)의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인천시 시민, 우선 고용지원이 필요한 계층(경력단절여성, 어르신,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 공공 취업·교육기관(새일센터, 여성/노인 인력개발센터 등)에서 대상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언제/ 어떻게 모집하나요?

-  3월 모집공고를 통해 공공·취업·교육기관(새일센터, 여성/노인 인력개발 센터 등)별로 대상을 모집하여 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진행합니다.

!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https://smart.incheon.go.kr (스마트도시 인천)

문의처  스마트도시담당관 ☎032-440-8937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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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상가로 10년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천만원의 보수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월세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인상

5. 인천 상생협력상가(착한 임대인) 지원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궁금합니다?

기존

▶      2021년 상생협력상가 지원 

   (10개소)

▶  2022년 상생협력상가 지원 

   (20개소 이상)

 -  상가건물 보수공사비 지원

 -  방수, 단열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비 지원

 - 시·군·구 홈페이지에 홍보

2022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상가 임차인과 상생협약(10년이상, 2%이하로 인상)을 체결한 임대인을 지원합니다.

상생협력상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4단계 추진 (①공모→②현장확인→③선정위원회→④약정체결) 

      ●  1단계 : 대상자 공모

      ●  2단계 :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을 통한 공사의 적정성 등 검토

      ●  3단계 : 사업타당성 등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  4단계 : 의무이행 약정체결 및 공증
 

지원내용 무엇인가요?

- 임대인이 신청하는 보수공사비(점포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제외) 

- 상생협력상가 인증현판 부착 

! 달라집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8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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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에게 쉼과 교류의 공간,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활동공간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6.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및 확대 구축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1호점] 제물포 [2호점] 부평 [3호점] 동구

기존

▶ 청년활동공간 운영 [3개소]

   [기존] 인천(제물포), 부평, 동구

▶  청년활동공간 확대 [5개소]

   [기존] 인천(제물포), 부평, 동구

   [확대] 서구, 강화

2022년

! 달라집니다



www.incheon.go.kr  _  65

궁금합니다?
위치와 이용 시간을 알려주세요.

<위   치>  

<이용시간> 

   ▶ 유유기지 인천 : 평일 10~22시, 토요일 10~17시 (멤버십 운영)

   ▶ 유유기지 부평 : 화~토요일 10~21시, 일요일 10~18시 (멤버십 운영)

   ▶ 유유기지 동구 :  월~금요일 9~18시 (임시운영: ‘21.12.~’22.1.) 

화~토요일 10~22시, 일요일 10~17시 (‘22.2.~)

이용가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인천시 거주 만 18 ~ 39세 청년 누구나 가능합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쉼터, 스터디, 회의실 공간 이용,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위  치 연 락 처 비  고

1호점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 15층 032)725-3061~3

2호점 

(부평)
부평구 부평대로 301, 116호 032)363-3141

3호점 

(동구) 
동구 송림로 14 032)770-6077

4호점 

(서구)
봉오재3로94번길19, 6층(가정동) 개소예정 (‘22.6.)

5호점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430,중앙시장 B동 2층 개소예정 (‘22.9.)

홈페이지 유유기지 (www.inuu.kr)

문의처  청년정책과 ☎032-440-2888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61~3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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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중소·제조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업활성화를 지원합니다. 

7. 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지급

시행일 : 2022년 3월 중

궁금합니다?

기존

▶      지원내용

 ●  복지비 120만원 / 1인 지원 

 ●  인천e음카드 30만원, 자기개발비

   3회 총 90만원

▶      지원조건 (아래 다 충족하는 분)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재직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만18세~만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2019.1.1.이후에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로 취업당시

   계약기준 연봉 2,850만원 이하인자

▶  지원내용(기존과 동일)

 ●  복지비 120만원 / 1인 지원 

 ●  인천e음카드 30만원, 자기개발비

   3회 총 90만원

▶  지원조건 (아래 다 충족하는 분)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재직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만18세~만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2020.1.1.이후에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로 취업당시

   계약기준 연봉 3,020만원 이하인자

2022년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회원가입 : 인천청년일자리 포털 (http://young.incheon.kr) 

② 참여신청 및 서류 제출 ③ 대상자 자격 확인 ④ 대상자 선정 통보 ⑤ 분기별 지급

!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인천청년일자리 포털 (http://young.incheon.kr)   문의처 청년정책과 ☎032-440-4178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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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청년포털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청년정책 및 활동정보 등 청년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신규 청년포털은 무엇이 좋아지나요?

-  청년들이 전국 청년정책, 인천시 군·구별 청년정책 등을 통합 검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의 여러기관과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분야별 청년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오픈합니다.

     8. 인천 청년포털 신규 구축 (신설)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기존

▶      인천 청년정책 홍보 웹플랫폼

  ● www.in2youth.kr

   - 일자리,주거 등 53개 메뉴제공

  ● 청년정책 시행계획 원문정보 제공

▶  인천청년포털 구축

  ●  일자리,주거 등 68개 정책별 지원정보  

제공

  ●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2022년

! 달라집니다

문의처 청년정책과 ☎032-440-2889

더 알아보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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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팀 ☎032-458-5025

더 알아보기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인천 거주 청년(만19~39세 이하)

▶ 사업내용 : 청년 재정설계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자에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원 : 500명

2022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등 고용시장 위축으로 독립 초기 청년들의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1:1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및 교육을 시작합니다.

     9. 청년 맞춤형 재정설계 지원 사업(신설)

궁금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금융, 부채, 부동산 등에 이르는 가계 경제 전반에 대한 컨설팅, 투자 관련 팁을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 코칭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월별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전월 미달된 인원 추가 모집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인천 창조혁신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 모집일정은 추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될 예정

입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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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청년정책과 ☎032-440-2887

더 알아보기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공고 : 2022. 1~2월 중 예정)    

▶ 신청대상 : 인천 청년 누구나 (150명 모집) 

▶ 활동방법 :  인천의 명소, 맛집, 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 

(SNS콘텐츠, 동영상, 카드뉴스, 텍스트 등 )

▶ 지원내역 : 콘텐츠 제작 전문교육, 실비보상금 지원 (작품당 3만원~15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공개 모집 (이메일,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2022년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인천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0. 인천 청년 로컬라이저(콘텐츠 제작자) 지원설)

궁금합니다?
‘인천 청년 로컬라이저’는 어떤활동을 하게 되나요?

-  인천 청년 로컬라이저로 선정되면 우리 시의 문화·관광·자원 등을 홍보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로컬라이저 : 지역 활성화를 일으키는 사람 

‘인천 청년 로컬라이저’로 활동하게 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품의 완성도에 따라  

실비보상비(3만원~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이 있나요?

- 우리 시의 문화 관광·전통 등 관심이 많은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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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상반기

▶ 사업기간 : 2022. 1. ∼ 12.

▶ 신청대상 : 인천시 거주 만 35 ~ 39세 청년

▶ 지원내역 :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온·오프라인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 유유기지(www.inuu.kr)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자격서류 등

2022년

시작합니다

 심리 정서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마음을 위로하고 

사회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지원합니다.

     11.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신설)

궁금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있나요?

- 2021. 3월 이후 수시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

- 인천시 거주 만 35  ~ 39세 청년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받나요?

- 전문상담사 1:1 심리상담, 1:다(多) 주제별 그룹 상담, 자가심리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유기지 (www.inuu.kr)

문의처  청년정책과 ☎032-440-2888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69

더 알아보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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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청년정책과 ☎032-440-4173, 4179

더 알아보기

시행일 : 2022년 6월부터

▶ 사업기간 : 2022. 6월∼2023. 6월

▶ 사업대상 : 인천 거주 청년(만19~39세 이하)

▶ 사업내용 : 월 최대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 지원인원 : 6,000여명

2022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2. 청년월세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신설)

지원조건은 무엇인가요?

-  ①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②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며, 신청자 중위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복지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가구원수별로 공시가 됩니다.

- 신청자 중위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군·구에서 조회하여 대상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2년 6월 군·구에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구체적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은 추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될 

예정입니다.

궁금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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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중

▶ 신청대상 

  -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업체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

  - 인천시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역 

  - 기업 : 2년간 월 200만원 인건비 지원 (150개~200개사. 예산 범위 내)

  - 청년 : 2년 근속 후 3년차 1,000만원 인센티브 지원

▶ 신청방법 : 업체에서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  

▶ 지원절차

2022년

시작합니다

  인천시 소재 지역전략산업 기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3.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고 및 

접수, 선정

1

서류제출

선정평가

지원약정

체결

2

TP. 선정기업 간

지원약정 체결

구인공고
·

면접

3

구인 및

면접지원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4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서 제출

인건비 지급
·

근로자 교육

5

근무게시, 

지원금 지급

희망교육 조사, 실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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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지역전략산업이란 무엇인가요?

-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더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기술 중심 산업으로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업 : 신규채용 청년 인건비 최대 2년간 월200만원 지원

- 청년 : 2년 근속 시 3년차에 분기별 250만원씩 4회 인센티브 지급

언제 모집하나요? 

- ‘22년 1월에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후 업체에서 청년 개별 채용합니다.

참여 업체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 유유기지 홈페이지 → 모집 공고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유기지 (www.inuu.kr)

문의처 년정책과 ☎032-440-4177

더 알아보기

* 인천형 뉴딜 산업군 (10대 대표과제) * 인천 전략산업군

①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추진

②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③ 생활권도시숲 확충

④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장 고도화

⑤ 원도심지 그린 주거환경 조성

⑥ 국내최대 로봇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⑦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⑧ 저탄소·녹색융합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

⑨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

⑩ AI기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① 항공(항공정비) : MRO,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② 자동차 부품 : ITP 중심 산학연 기술지원, 관련 제조기업 지원

③ 로봇 : 첨단 로봇산업 메카 육성, 로봇산업 집중화 단지 조성 검토

④ 바이오 : 바이오 융합산업 집중 육성 지원

⑤ 관광 : 관광공사 설립, 의료관광·레저 등 각종 서비스산업 관광화

⑥ 뷰티 : 공동브랜드 및 공동마케팅화,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화장품 개발

⑦ 서비스(물류/의료/교육) : 개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융복합화

⑧ 해양(마리나) : 송도 등 마리나 기지 개발, 주변 섬지역 해양관광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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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7월 예정

▶   노동자의 권리 보호  노동 인식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개소

  ● 시기 : 2022. 7월 예정

  ● 위치 : 인천 비즈니스센터 11층

2022년

시작합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인천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합니다.

     1. 인천노동권익센터 개소(신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추진 및 증진 활동 지원 

    · 직장내 괴롭힘 인식 개선 활동 지원

    · 산업재해 및 위험사업 지속 모니터링

    ·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정보 게시 및 홍보

-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등 지원

    · 부당한 노동 문제 법률상담 및 모니터링

    · 부당해고, 임금체불,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 관련 권리구제 

    · 노동상담 DB구축

    · 근로보호의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노무사 활동 지원

    ·  영세사업장 컨설팅 지원

-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 노동법률 교육 상설화

    · 노동환경과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캠페인 전개

-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

궁금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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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천지역 모든 근로자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 버   스 이용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류장 35번, 남동인터스파크역 

및 남동공단 우체국 34, 103번 이용   

- 지하철 이용시 : 수인선 남동인더스파크역 1번 출구 

궁금합니다?

 문의처 노동정책담당관 ☎032-440-4402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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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법무담당관실 ☎032-440-2285

더 알아보기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주민e직접」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2.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 운영

플랫폼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19세 이상 인천시 주민입니다.

플랫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방문 청구만 가능하였던 주민조례발안1) 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2) 청구를 이제 온라인(「주민e직접」)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민인증 후 온라인으로 청구 진행·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 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22년 1월 13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궁금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기존

▶  주민 직접참여 제도 참여시 관공서에 

직접 방문 청구

▶  직접 방문하여 서명하거나 PC에서만 

전자서명이 가능

▶ 청구 진행경과 조회 불가능

▶  주민 직접참여 제도 참여시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 청구 가능

▶  서명기능의 다양화로 직접 서명, PC 및  

모바일에서도 서명 가능

▶ 청구 진행경과 실시간 조회 가능

2022년

! 달라집니다

1)주민조례발안이란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주민소환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투표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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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주민이 지방정부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정부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권 신설(신설)

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 주민입니다.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전자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우편번호 21554)

    ** 전자메일 : incheonleg@korea.kr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서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인천광역시 본청 >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기존

▶  조례에 대해서만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제출 가능

▶  기존에 가능하던 조례 외에 규칙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을 주민이 제출 가능

2022년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신설

 문의처 법무담당관실 ☎032-440-2285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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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서버 구축 

및 단말기 117개소 운영

▶  IoT 단말기 342개소 운영 (225개소 확대)

 -  대상처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방시설  

맞춤형 컨설팅 실시

2022년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IoT기술을 활용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4. IoT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IoT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 IoT기술(‘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용하여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함

으로써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  IoT 단말기가 설치된 곳의 소방시설 정지·차단, 화재 신호 등 이상 여부를 소방시설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문자로도 발송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  이상 신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방시설 오류를 정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소방안전 관리를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천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중 수시로 관할 소방서에 IoT 단말기 신청 가능하며, 연말('12월)에 

수신기 상태 등 확인을 거쳐 설치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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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물에 설치 가능 하나요?

- 아래 제조사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이 설치된 대상

설치 비용이 발생하나요?

- IoT 단말기 설치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은 없으며, 설치 후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 IoT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서버  : '21년 구축 완료

- IoT단말기 : 시범사업('20년) 10개소, 본사업('21~'25년) 1,000개소 설치 추진

※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서버구축 · IoT단말기 설치) '2020. 1월 ~ '2025. 12월

궁금합니다?

수신반 타입 제조사 비고

R형

존슨콘트롤즈(타이코), 프로테크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정원씨앤에스, 에스더전자, 씨엔이지에스
  ※  수신반 타입에 따라 설치 불가한      

대상은 소방본부·소방서 확인 후 선정

P형 제조사 구분 없이 설치 가능

구분
총 설치대상 : 1,000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설치대상 10개소 107개소 225개소 225개소 225개소 225개소

문의처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032-870-3064   

사업기간 2020.01. 부터 2025.12. 까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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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체육진흥과 ☎032-440-4093

더 알아보기

시행일 : 2022년 6월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및 개관 

  ● 위       치 : 인천 연수구 선학동 426(인천 선학경기장 내)

  ● 사업기간 : 2019. 6 ~ 2022. 6.

  ● 규       모 

   - 축구센터(지상3층, 연면적 3,332.02㎡)

   - 축구장(인조잔디) 1면 7,400㎡

  ● 총사업비 : 12,860백만원

2022년

시작합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구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과 축구교실 운영 등 

시민 활용을 늘리기 위한 축구센터가 문을 엽니다.

    5.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운영 개시(신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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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할 구·군 환경·에너지 관련 부서

더 알아보기

기존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보급대수 : 11,045대

  - 보 조 금 : 20만원/대(일반가정)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보급대수 : 34,950대(약3배확대)

  - 보 조 금 : 10만원/대(일반가정)

2022년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가정의 ‘저녹스보일러’로 설치·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조금(일반가정용)은 축소되었습니다.

6.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란 무엇인가요?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꼭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 2020년 4월부터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친환경보일러(저녹스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교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저녹스보일러 설치 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일반가정 10만원/대, 저소득층가정 60만원/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신청의 경우 보일러 대리점 등 공급자에게 신청하시면 되고, 사후신청일 때는 공급자 또는 시민께서 관할 

군·구에 문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궁금합니다?

중구 환경보호과 032-760-7392 동구 환경위생과 032-770-6873 미추홀구 환경보전과 032-880-4594

연수구 환경보전과 032-749-7903 남동구 환경보전과 032-453-8373 부평구 환경보전과 032-509-6643

계양구 환경과 032-450-6764 서구 기후에너지정책과 032-560-3304 강화군 환경위생과 032-9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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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대상 상한금액

사회복지시설 150만원

단독주택
(단독,다중,다가구)

100만원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세대당 
100만원

학교 등 공익상 인정 150만원

지원대상 상한금액

좌동

단독주택(단독,다중) 100만원

단독주택(다가구) 500만원

좌동

좌동

2022년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부식이 발생하는 오래된 옥내 수도 급수관 교체비용의 80%를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7.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확대

2022년부터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

- 단, 2세대인 경우는 최대 200만원, 3세대 이상인 경우는 2세대를 초과하는 세대당 60만원을 추가 보조

세대수 2 3 4 5 6 7 이상

최대지원금(만원) 200 260 320 380 44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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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수도관을 오래 사용하면 녹이 발생하는데 이와같은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공사를 통해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아연도강관은 1994년 4월 1일부터 옥내급수관으로 사용금지됨

     ** 공사발주는 사용자(신청인), 공사비 일부만을 지원함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 

   ·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질검사 항목(탁도, pH, 철, 납, 구리 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반드시 공사 시작 전, 거주구역 담당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필요하며 공사 전, 후 담당자와 일정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합니다?

* 거주구역 담당 수도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032-720-3385) :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부수도사업소(032-720-3585) :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북부수도사업소(032-720-3683) : 부평구, 계양구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83) : 서구 일대

강화수도사업소(032-720-3967) : 강화군 일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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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할 군·구

더 알아보기

기존

▶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

  ● 2,000대 지원

  ● 지원대상 : 8개 구

▶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 

  ● 3,500대 지원(증 1,500대)

  ● 지원대상 : 10개군·구(강화·옹진 확대)

2022년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가정용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금액의 약 절반(최대30만원)을 지원합니다.

8.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확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란 무엇인가요?

-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세부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용 감량기 구입 및 설치 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금액의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구매금액의 50%이상 자부담 세대)

   ※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인증제품에 한함,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중구
환경보호과 

032-760-7219
동구

자원순환과 
032-770-6423

미추홀구
자원순환과 

032-880-4368
연수구

자원순환과 
032-749-7863

남동구
청소행정과 

032-453-8493

부평구
자원순환과 

032-509-6622
계양구

청소행정과 
032-450-5453

서구
자원순환과 

032-560-4413
강화군

환경위생과 
032-930-3338

옹진군
환경녹지과 

032-899-2623

사전문의 및 상담

신청자 ↔ 군·구

감량기 구매

 신청자 ↔ 감량기 업체

감량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제출

 신청자 ↔ 군·구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

군·구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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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2021년 친환경 장례식장

  ●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 대학병원 장례식장(3개소)

▶  2022년 친환경 장례식장 확대운영

  ●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 대학병원 장례식장(4개소)

  ● 민간 장례식장(예정) 

2022년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장례식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을 확대운영 합니다.

9.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확대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  1회용품 대신 살균 세척되고 위생적인 다회용기로 조문객을 품격있게 대접할 수 있으며, 미래세대를 배려한 

장례식을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국제성모병원 및 민간 장례식장 추가 실시 예정(2022년 상반기)

궁금합니다?

문의처 자원순환과 ☎032-440-3566

더 알아보기

명   칭 위   치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인천시 동구 방축로 217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길병원 장례식장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인천시 부평구 동수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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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교통·해양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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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2021년 아이모드 운영지역(2개)

  ● 영종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

▶  2022년 아이모드 운영지역(4개)

  ● 영종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

  ● 검단신도시

  ● 계양1동

2022년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시민이 가고 싶은 곳에 따라 움직이는 새로운 대중교통 아이모드(I-MOD)가 

영종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이어 검단신도시에서도 운영됩니다.

1.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I-MOD) 검단신도시 확대 운영

아이모드(I-MOD)란 무엇인가요?

-  아이모드(I-MOD)란 버스정류장에서 차량을 호출하여 버스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입니다.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운영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운영시간 : 05:30 ~ 23:30

    * 23:00까지 호출예약 가능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 기본요금 : 1,800원(최단거리 7km까지)

   * 청소년 : 1,200원 / 어린이 : 700원

- 추가요금 : 100원(7km 초과 시 1km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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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이모드(I-MOD)앱을 다운받아 앱으로 탑승할 버스정류장과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을 선택하고 호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합니다?

아이모드 통합오퍼레이션 센터 ☎1661-0713

문의처 스마트도시담당관실 ☎032-440-8922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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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

2,750원

<독립요금> 청라-영종 900원,

 기본요금 10㎞ 900원(1㎞마다 130원)

<통합요금> 서울-청라(37.3㎞) 

 기본요금 10㎞ 1,250원

 +추가요금 27.3㎞ 600원(5㎞마다 100원)

2,050원

통합요금

기본요금 10㎞ 1,250원 

+추가요금 37.5㎞ 800원(5㎞마다 100원)

2022년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상반기(예정)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독립요금제 구간 운임을 

수도권통합환승요금 수준으로 할인합니다.

2. 영종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영종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영종 주민이 운서역, 영종역 승·하차 시 공항철도 독립요금제 구간 이용을 통해 지불한 금액에서 수도권 대중

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운임과의 차액을 주민 본인의 계좌에 입금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영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운서역, 영종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옹진군 북도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궁금합니다?

주민이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영종역～서울역 이용(47.5km)시 700원 페이백

※ 상기 내용은 실제 사업 추진 시 변동될 수 있음(특정구간에서 ±50~100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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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받나요?

-  주민 본인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교통카드 정보를 전용 홈페이지에 한번만 등록하면 

우리 시가 영종역과 운서역을 이용하신 주민 분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전용 홈페이지는 현재 구축 중이며, 등록가능한 카드는 선불카드, 후불신용카드 등 교통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현재 65세 이상인 분들과 장애인 분들은 관련 법에 따라 본래 공항철도 무임승차 대상이시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버스환승도 해당이 되나요?

- 운서역과 영종역을 통해 환승하시는 시내버스 요금도 페이백 해드릴 예정입니다.

횟수 제한이 있나요?

-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입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 영종 주민의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환승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문의처 교통정책과 ☎032-440-3887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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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교통정책과 ☎032-440-3884

더 알아보기

기존

▶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불가능자만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

   ●  장애유형 중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만 발급

▶  모든 장애인 단순무임 교통카드 선택 발급 

가능

  ●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또는  

단순무임 교통카드 중 선택

  ●  중복발급 불가

2022년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 중 장애인의 단순무임 교통카드를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발급합니다.

3. 장애인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

단순무임 교통카드란 무엇인가요?

-  무임승차 대상자의 도시철도(지하철) 이용 시 매번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회용 

단순무임 교통카드 도입합니다.

   ※ 무임승차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언제부터 장애인 발급 대상이 확대 되나요?

- 2022. 1. 1.부터 장애인 발급대상 확대 시행합니다.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또는 단순무임 교통카드 중 선택 발급

    · 중복발급은 불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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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버스정책과 ☎032-440-3984

더 알아보기

버스 운행시간 지연해소, 현금수입금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현금없는 인천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4. ‘현금없는 인천버스’ 시범운영(신설)

버스 현금승차는 왜 폐지하는 거죠?

-  최근 현금탑승 비율이 현저히 감소(2020년 약 2.6%)하고 있는 반면 현금수입금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약 3.6억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  현금수입금 관리 관련 비용절감 및 버스 운행시간 지연 해소 등을 위하여 현금승차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교통카드가 없으면 버스를 못타나요?

-  ARS를 이용한 결제와 버스 내 교통카드(5,000원권) 현장판매 등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버스에 해당하나요?

-  버스 현금승차 폐지는 우선 일부노선(62번, 535번)에 시범적으로 도입(2022. 1. 10.~6. 30.)하고 시범운영 

기간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거쳐 단계적 시행 또는 전면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궁금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0일

▶   버스 현금승차 폐지(현금없는 인천버스) 시범운영

   ●  (기간) 2022. 1. 10.~6. 30.

   ●  (노선) 62번(간선), 535번(지선) 총 35대 버스

2022년

시작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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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택시물류과 ☎032-440-3806

더 알아보기

차령 만기된 택시의 적기 교체를 위한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5.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신설)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 법령상 차령이 만료된 노후 택시의 대·폐차 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차령 만기 노후 택시(개인 1,400대, 법인 1,200대) 1대당 150만원씩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차령이 만료된 택시 차량 대·폐차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법인·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보조금 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대·폐차 등록), 자동차등록증(신차등록)

무엇이 좋아지나요?

- 노후 택시의 적기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침체된 택시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택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대시민 택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됩니다.

궁금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   인천광역시 등록 차령 만기 법인·개인택시 2,600대(법인 1,200대, 개인 1,400대)에 대하여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22년

시작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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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택시물류과 ☎032-440-3822

더 알아보기

택시 이용 시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승객과 운수종사자 간 상호보호를 위해 

안전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합니다.

     6.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신설)

안전보호격벽이란 무엇인가요? 

-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구획을 나누어 칸을 만들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등록 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 안전보호격벽을 설치 지원(50%자부담)할 예정입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사이를 가로막는 격벽이 생겨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폭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안전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해당 택시 조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 안전보호격벽 (총 1,000여 개)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시작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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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교통관리과 ☎032-440-3903

더 알아보기

기존

▶   4개노선 24대  

15번(6), 30번(6), 36번(6), 45번(6) 

▶  9개노선 50대  

2번(6), 8번(6), 12번(6), 15번(6),  

23번(6), 30번(6), 36번(6), 45번(6), 

7700(2)

2022년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상반기(예정)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7. 버스탑재형 이동 단속 시스템 확대 시행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란 무엇인가요?

-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즉시단속, 

-  불법 주·정차 차량은 두 대(1차 선행버스, 2차 후행버스)의 버스에서 촬영하는 동안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한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입니다.

궁금합니다?

카메라 및 조명 이동단속시스템 설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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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섬발전지원과 ☎032-440-4981~4

더 알아보기

기존

▶   기준운임별 차등지원 ▶  시내버스요금 적용

2022년

! 달라집니다

섬지역 주민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자유롭게 육지와 섬을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선 운임을 대폭 인하합니다. 

8. 섬 주민 여객선 운임료 대폭 인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대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민 중 섬(강화·옹진군 25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주민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여객선 터미널 매표소에서 섬 주민 확인 후 매표하시면 됩니다.

궁금합니다?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기준요금 주민부담액

8,340원 미만 운임의 50%

3만원 이하 5천원

3~5만원 6천원

5만원 초과 7천원

기준요금 주민부담액

8,340원 미만

  대   인 : 1,250원
  청소년 : 870원
  어린이 : 500원

3만원 이하

3~5만원

5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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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상반기(예정)

『2030 인천 바다이음』 선도사업 중 6곳이 준공되어 

시민여러분께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친수공간을 제공합니다.

9. 해양친수공간 선도사업 6곳 완료

①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친수공간) 공사 준공 및 개방(‘22.3.)

  - 해넘이 전망대와 교류광장 설치로 소래 해오름공원의 랜드마크 역할 기대

② (소래습지 생태공원 친수공간) 공사 준공 및 개방(‘22.4)

  - 친수보행로 확충으로 편의 증진 및 부인교 전망 교량 추가 설치로 시흥갯골공원 연결성 강화

③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 공사 준공 및 개방(’21.12.) 

  - 단절된 소래 해오름공원에서 아암로 친수 보행로의 연결로 친수보행축 완성

④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사 준공(’22.3.), 개방(‘22.6.)

  - 수변무대와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선도사업

⑤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 공사 준공 및 개방(‘22.12.)

  - 연안부두 연오랑 등대 방파제 상부를 활용한 해양 조망·보행 기대

⑥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 공사 준공 및 개방(‘22.12.)

  - 아암대로의 해양친수 보행공간과 조망권 확보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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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친수공간 선도사업 준공현황
▶   아래 6곳의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시민 여러분께 개방됩니다. 

①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②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③소래해오름~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

〈조감도〉

〈조감도〉

〈조감도〉

· 위  치 :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소래갯골           

(남동구 에코중앙로 96 인근)

   -    버스 이용시 :   16-1,1301,303-1번 등  

남동소래아트홀 정류장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수인선 소래포구역 하차 후  

6, 6-1, 인천e음53번 이용  

· 내  용 :  교류마당, 포토존, 해넘이·갯골·버스킹 쉼터,  

해넘이 연결로

· 준  공 : 2022년 3월 

· 위  치 :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77)

   - 버스 이용시 :  790번 승차후 소래포구입구 

(논현푸르지오A) 정류장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수인선 소래포구역 하차 후  

도보 20분  

· 내  용 : 부인교전망대, 광장, 쉼터, 해양데크

· 준  공 : 2022년 4월       

· 위  치 : 남동구 고잔동 982-2번지 일원

   - 버스 이용시 :  6, 16-1, 인천e음53번 이용    

사리울중학교 정류장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수인선 소래포구역 하차 후  

도보 20분  

· 내  용 :  보행로, 보행데크, 군초소 리모델링 및  

탐조대 신설

· 준  공: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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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⑤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⑥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조감도〉

〈조감도〉

〈조감도〉

· 위  치 :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 버스 이용시 :  800, 90, 700-1번  

검암역입구 정류장 하차

   - 지하철이용시 : 검암역 하차후 도보 10분

· 내  용 :  야외수영장, 수변문대, 부대시설 설치,  

경관조명 등

· 준  공 : 2022년 3월 

· 위  치 : 중구 연안부두로 128번길 35

   - 대중교통 이용시 :  동인천역에서 12번 버스 승차 후  

연안부두로삼거리 정류장 하차 

· 내  용 :  보행데크 L=280m, 진입계단 및 

안전난간 등 

· 준  공 : 2022년 12월 

· 위  치 : 남동구 고잔동 978(제) 일원 공유수면

   - 버스 이용시 :  16-1, 35, 303-1번 이용      

해안도로신항만교 

(운전면허시험장방면)

· 내  용 :  갯벌전망대, 휴게공간, 방파벽 철거,  

친수스탠드 등

· 준  공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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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친수과 ☎032-440-7162, 7157

더 알아보기

2030 인천 바다이음은 무엇인가요?

-  인천시가 해양도시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여러분이 즐길수 있는 해변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2030년

까지 해양친수공간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 (비전) 시민과 바다를 잇다, 2030 인천 바다이음

-  (목표) 5대* 목표 총 39개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선정 

*  ①개방적(정서진, 영종 자전거 한바퀴, 소래~송도 친수 네트워크)  

②재생적(인천내항, 용유～마시안 네트워크) 

③상생적(인천 바다역, 해양치유지구 네트워크)  

④보전적(강화 돈대이음, 친수연안 이음길) 

⑤국제적(워터프론트, 친수페스티벌 등) 해양친수공간(39개소/단기15,중·장기24)조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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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산과 ☎032-440-4865, 4873

더 알아보기

기존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2022년

! 달라집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하고자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10. 수산업 관련 인·허가·신고 수수료 변경

무엇이 바뀌었나요?

-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수수료) 제3호 [별표3]의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

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궁금합니다?

시행일 : 2021년 11월 8일

(1) 근해어업 허가 1건 6,400원

(2)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원

(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600원

(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발급신청

1건 1,000원

 (1) 근해어업 허가 1건 4,500원

 (2)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신청

1건 1,000원

 (6) 허가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7)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8)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원

 (9) 허가어업 휴업연장신고 1건 1,000원

 (10)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1건 4,500원

 (11)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12)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원

 (13)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14) 보상청구 수수료  1건 2,000원

 (기타)   외해양식관련인허가·신고 
 (14개 항목)

1건
800~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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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산과 ☎032-440-4873

더 알아보기

2022년(11.13.~)

▶   양식장 등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불가

  * (대상) 수하식 양식업

▶  양식장 등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불가

  * ( 대상) 수하식 양식장을  

제외한 양식업 및 어장

2023년(11.13.~)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1월 13일

’22년부터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활용이 

단계적으로 제한됩니다.

11.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한

스티로폼 부표(발포폴리스티렌, EPS) 사용을 왜 제한하나요?

-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미세한 알갱이로 분해되어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합니다.

신규 설치가 제한되는 어장 대상은 무엇인가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해조류, 패류, 어류등, 복합, 협동, 외해양식장의 수면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구획어업의 수면

변경된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수하식양식장*에서는 2022. 11. 13.부터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됩니다.

     * 수중에 대·지주·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방법

- 수하식양식업을 제외한 양식업 및 어장에서는 2023. 11. 13.부터 시행됩니다.

궁금합니다?

기존

▶   양식장 등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가능

    ( 단, 파도 등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고밀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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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도시재생·건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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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상반기

기존 2022년(행복임대주택 1, 2단계)

화수정원마을행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청년(19세~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달라집니다

궁금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사업이 완료되고, 

행복임대주택(1, 2단계)을 개소하여 주거 취약계층(인근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제공됩니다. 

1. 화수정원마을 행복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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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카페

몇 세대가 공급되나요?

- 총 48세대(1단계 28세대, 2단계 20호)

행복임대주택 관련 부대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 마을카페(화수정원마을관리협동조합)

- 지하공영주차장(30면)  

- 근린시설(휴게음식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공고시기 : 임대주택1단계(기완료), 2단계(‘21.12월) 

- 입주 신청 관련 안내 번호 : ☎1522-0072(인천도시공사 콜센터)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36, 7-321

- 버스 이용시 : 화수사거리 정류장(506번, 인천e음 22), 두산인프라코어 정류장(15번) 이용 가능

문의처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전략실 ☎032-770-6678 / 인천도시공사 ☎1522-0072 

더 알아보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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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상반기

기존

▶   폐 곡물창고

  ●  기둥과 벽이 없는 단일공간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소적 가치 보유

▶  상상플랫폼

  ●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공간 조성 

   - 문화 및 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

   - 문화전시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2022년

- 위치 : 중구 북성동1가 4-161 외 4필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규모 : 지상4층(부지면적 24,029㎡, 건축연면적 24,539㎡)

- 총사업비 : 437억 원 

<상상플랫폼 사업개요>

내항8부두 내 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인천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술을 접목시킨 복합문화관광시설 ‘상상플랫폼’을 개관합니다.

     2. 복합문화관광시설 ‘상상플랫폼’ 개관(신설)

시작합니다

기존 폐 곡물창고 상상플랫폼 조감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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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플랫폼을 왜 하는 건가요? 

-  내항8부두 내 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관광시설을 건립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내항 재개발의 

마중물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복합문화관광시설 ‘상상플랫폼‘ 은 어떤 곳인가요?

-  ‘상상플랫폼’ 은 인천 시민이 자유롭게 다양한 시설을 체험 및 공유하는 공간을 말하며, 2022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어떤 시설들이 입점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52(중구 북성동1가 4-161)

- 버   스 이용시 : 인천역(차이나타운) 정류장(45번 등) 이용 가능 

- 지하철 이용시 : 국철 1호선 인천역 1번 출구 약 131m

궁금합니다?

문의처 재생콘텐츠과 ☎032-458-7317

사업기간 2019년~ 2022년

더 알아보기

다목적홀

개석 및 도서계단 공방/교육 체험공간

소공연장

문화전시시설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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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기존 2022년

친환경 도시숲 조성사업은 무엇인가요?

-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완화를 위해 인천시 곳곳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

입니다. 

-  2022년에는 미세먼지차단숲 4개소, 도시바람길숲 2개소, 자녀안심그린숲 3개소, 학교숲 10개소 등 총 22개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 미세먼지차단숲 등 22개사업은 22년 내 완공 예정

! 달라집니다

궁금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체감형 녹지공간을 마련합니다. 

3. 친환경 시민체감 도시숲 22개소 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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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조성하나요?

무엇이 좋아지나요?

-  도시의 대기 질을 개선과 도시열섬현상 완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도심 내 녹색공간인 숲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녹지정책과 ☎032-440-3662

더 알아보기

궁금합니다?

사 업 명
총 사업비

(군·구비 포함)
사 업 내 용 비   고

미세먼지차단숲 90억원
- 수목식재, 산책로, 휴게시설 설치 등

- 중구, 남동구, 서구
4개소

도시바람길숲 30억원
- 차폐 및 다층구조 식재 등

- 연수구, 계양구
2개소

생활밀착형숲 10억원
- 실내정원 조성

- 연수구
1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변 가로녹지 조성

- 중구, 연수구
3개소

학교숲조성 6억원
- 학교내 수목식재, 휴게시설, 자연학습공간 제공

- 중구,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10개소

무장애나눔길 6억원
- 데크로드 설치 및 수목식재

- 옹진군
1개소

사계절 꽃으로

피어나는

인천애뜰 조성

2.5억원
- 계절별 꽃 전시시설 설치, 포토존 설치

- 인천애(愛)뜰 광장 등 시청사 주변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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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30일

▶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 대상인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   설계기준 :  ①환경성능 

②환경관리 

③에너지성능 

④에너지관리 

⑤신·재생에너지 설치 총 5개 부문, 25개 항목에 기준 적용

▶   적용방법 :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

2022년

시작합니다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합니다.

      4.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건축지원 (신설)

녹색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녹색건축물 설계적용 시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주택85㎡(30평/ 1.5억원)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 시 일반주택보다 공사비는 7%~13%가 

증가하나(초기비용 약1,100만원) 19년이 지나면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57만원씩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궁금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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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설계적용 시 혜택이 있나요?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최대 15%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최대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build/BU050101

문의처 도시경관건축과 ☎032-440-4723

더 알아보기

건축계획 단계 건축인·허가 단계 착공 사용승인 단계

ㆍ 건축위원회 심의 등  

설계기준 적용 확인

ㆍ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제출

ㆍ인센티브 적용

ㆍ 착공전 예비인증 제출

ㆍ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

ㆍ 녹색건축 이행 확인서 

제출

ㆍ본인증서 제출

난방비용
(만원)

19년

4,230

3,620

2,679

30년
시간

일반건축물

초기비용
1,100

녹색건축물

순익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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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기존

▶   旣 조성 : 48개소 대상 중 10개소 완료

 - 장미(연수구)

 -  소래습지생태공원, 석촌, 산밑말,  

새말소(남동구)

 - 이촌(계양)

 - 현무(서구)

 - 남산, 관청, 북산역사공원(강화군)

▶   신규조성 : 15개소

 - 문학, 재넘이(미추홀구)

 - 청능, 청솔, 청량, 동곡(연수구) 

 - 도룡뇽(남동구)

 - 함봉, 십정, 백운, 희망, 맑은내 (부평구)

 - 계양(계양구)

 - 원신, 검단17호(서구)

2022년

재산권침해와 도시미관저하를 야기하던 장기미집행 공원을 모두 공원화 합니다. 

5. 장기미집행공원 15곳 신규 조성

장기미집행공원이란 무엇인가요?

-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미조성 공원을 말합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산림훼손, 우범지대화, 쓰레기 무단투기등 문제해결과 함께 도시의 허파역할로 대기질 등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늘어납니다. 

문의처 공원조성과 ☎032-458-7037

더 알아보기

! 달라집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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