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ⅠⅠⅠ 깨끗한 구정으로 지방자치 구현깨끗한 구정으로 지방자치 구현깨끗한 구정으로 지방자치 구현깨끗한 구정으로 지방자치 구현

....

다양한 구정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추진다양한 구정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추진다양한 구정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추진다양한 구정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추진◎◎◎◎

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 추진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 추진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 추진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 추진◎◎◎◎

민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정비민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정비민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정비민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정비◎◎◎◎

감동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개선 노력감동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개선 노력감동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개선 노력감동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개선 노력◎◎◎◎



ⅡⅡⅡⅡ 수준높은문화창달과생활복지로건전사회구현수준높은문화창달과생활복지로건전사회구현수준높은문화창달과생활복지로건전사회구현수준높은문화창달과생활복지로건전사회구현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정책 추진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정책 추진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정책 추진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정책 추진◎◎◎◎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전용공간 확대 조성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전용공간 확대 조성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전용공간 확대 조성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전용공간 확대 조성◎◎◎◎

청소년 육성 건전 사회분위기 조성청소년 육성 건전 사회분위기 조성청소년 육성 건전 사회분위기 조성청소년 육성 건전 사회분위기 조성◎◎◎◎



구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구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구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구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 추진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 추진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 추진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 추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지원사업 추진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지원사업 추진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지원사업 추진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지원사업 추진◎◎◎◎

구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구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구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구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활복지 활성화 추진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활복지 활성화 추진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활복지 활성화 추진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활복지 활성화 추진◎◎◎◎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지향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지향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지향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지향◎◎◎◎

지역 관광 활성화 및 향토문화 보호전승지역 관광 활성화 및 향토문화 보호전승지역 관광 활성화 및 향토문화 보호전승지역 관광 활성화 및 향토문화 보호전승◎◎◎◎ ․․․․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ⅢⅢⅢⅢ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구축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구축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구축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구축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 실업극복과 취업기회 확대 지원사업실업극복과 취업기회 확대 지원사업실업극복과 취업기회 확대 지원사업실업극복과 취업기회 확대 지원사업

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 ․․․․



ⅣⅣⅣⅣ 쾌적하고 조화로운 지역개발로 품격도시 조성쾌적하고 조화로운 지역개발로 품격도시 조성쾌적하고 조화로운 지역개발로 품격도시 조성쾌적하고 조화로운 지역개발로 품격도시 조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주거도시 조성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주거도시 조성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주거도시 조성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주거도시 조성◎◎◎◎



노후 불량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노후 불량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노후 불량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노후 불량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

소래포구 인천대공원 생태공원 연결소래포구 인천대공원 생태공원 연결소래포구 인천대공원 생태공원 연결소래포구 인천대공원 생태공원 연결- -- -- -- -◎◎◎◎

생태네트워크 구축생태네트워크 구축생태네트워크 구축생태네트워크 구축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