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내 삶이 행복한 도시

124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둘레길 조성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추진부서

공원녹지과(☏440-3676)

최종목표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인천 둘레길을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시설 정비

●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대

●

둘레길 및 종주길 현황 : 201㎞

상 : 1,540백만원

- 둘레길 16코스(141㎞), 종주길 10코스(60㎞)
●

사업내용 : 단절된 녹지축 연결 1개소, 스탬프, 포토존, 안내시설 설치 등
스토리텔링 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 행사 추진 등
-“역사·문화둘레길 이용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른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
•2개 분야 8개 세부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
- 시민단체 의견 수렴 및 정책 공유를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 운영
•구성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산악연맹, 인천문화재단 등
- 권역별 26코스 201㎞ 노선에 대한 시민단체 모니터링 실시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540

50

113

282

1,030

65

시 비

1,540

50

113

282

1,03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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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목표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2018

운영 및 홍보

2020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클린워킹 9회, 프로그램 50회, 아카데미 8회,
•안내시설 등 2종 165개소 설치

•역사·문화 스토리텔링북 개발

•코스별 스토리북, leaflet, E-book, Map 등

•둘레길 및 종주길 걷기대회

•시민참여 걷기대회 2회(상·하반기) 추진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클린워킹 9회, 프로그램 50회, 아카데미 8회,
모니터링 30회 등

•단절된 녹지축 연결 1개소
•안내 및 편익시설 설치
•시민 길사진 공모전/전시 추진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단절된 녹지축 연결 1개소
•안내 및 편익시설 설치
•둘레길 및 종주길 걷기대회
•시민 길사진 공모전/전시 추진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2022. 6월 까지

•안내 및 편익시설 설치
•둘레길 및 종주길 걷기대회
•시민 길사진 공모전/전시 추진

2022. 7월 이후

•지속적 민·관협치사업 추진

30%

•스탬프 26개소, 포토존 26개소 설치
•녹지축연결사업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50%

•안내시설 등 2종 52개소 설치
•시민참여 걷기대회 2회(상·하반기) 추진
•계절별 1회 연간 4회 공모전, 전시회
•클린워킹 9회, 프로그램 50회, 아카데미 8회,
모니터링 30회 등
•녹지축연결사업 공사 착공 및 준공
•안내시설 등 1종 50개소 설치

95%

•시민참여 걷기대회 2회(상·하반기) 추진
•계절별 1회 연간 4회 공모전, 전시회
•클린워킹 9회, 프로그램 50회, 아카데미 8회,
모니터링 30회 등
•안내시설 등 1종 300점 설치

100%

•시민참여 걷기대회 2회(상·하반기) 추진
•계절별 1회 연간 4회 공모전, 전시회

•지속적 민·관협치사업 추진

기대효과
●

민·관 협치를 통한 시민 주도형 사업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편익시설 설치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도입 운영으로 이용활성화 기대

●

역사·문화·자연이 살아있는 인천형 테마길 완성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5%

모니터링 30회 등

•안내 및 편익시설 설치

•둘레길 및 종주길 걷기대회

2021

아카데미 8회, 모니터링 30회 등
•안내시설 등 2종 238개소 설치

•완주인증 스탬프/포토존 설치

비고(이행률)

•클린워킹 9회, 걷기대회 1회, 프로그램 40회,

•안내 및 편익시설 설치

운영 및 홍보

2019

추진계획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