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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年 辭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780여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선4기의 힘찬 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丁亥年의 새아침을 맞이하 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남동구의 발 을 해 극 인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만, 

지난 2006년은 국내외 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역경과 시련이 많았던 해 기에, 

2007년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감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정치 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심각한 을 주었는가 하면,

경제 으로는 원화강세․고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3 고를 뚫고 수출 사상 3,00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미국․일본 등 10개 무역 국만이 올라선 

고지를 밟는 뜻 깊은 한해 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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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3회 연속 종합 2 를 차지하는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함으로써, 

2014년 아시안게임의 인천 유치 가능성을 

한 층 짙게 한 한해 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분 기 속에서 우리 구는 

모든 구민의 합심단결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안정 인 구정을 운 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건강 증진사업 최우수기  표창 수상을 비롯하여, 

인천 역시 군․구 행정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 으로 선정되는 등 

13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기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제일의 자연포구인 소래포구에서 펼쳐진 

인천소래포구축제가 문화 부에서 지정하는 비축제로 선정되어

내외에서 공인하는 문화 축제로 거듭나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희망찬 2007년 새해를 

든든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여

 구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 창출을 해 

모든 공직자의 의지를 한데 모아 

더욱 활기차고 알찬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동구 고잔동과 시흥시 논곡동을 

연결하는 제3경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으로 시행되고, 

남부권역에 안정 인 농산물 공 을 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  건립이 추진될 정이며,

이외에도 동일권역에 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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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청소년 이용시설들을 장수생태하천과 자 거 용도로를 

연계축으로 네트워크화한 청소년 테마 크 구축, 

미래의 소 한 인 자원인 자녀들의 수  높은 교육을 하여 

2012년까지 ․ ․고등학교 19개교 신설,

사회복지회  기능강화를 한 (구)가천길 학의 리모델링사업, 

승기천․장수천에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남동IC주변과 해양생태공원에 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사업,  

소래권 공원화사업, 인천 공원내 환경미래  건립, 

서구-시청-인천 공원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등 

규모 핵심사업들이 남동구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논  제2택지 개발사업의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공간구도 개편과 맞물려, 

소래․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물살을 타는 해로서 송도신도시와 연계한 

최 의 생활환경을 갖춘 신도시로 거듭나고, 

우리구의 모습을 새롭게 변모시키게 될 매우 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앞길에 켜져 있는 경고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자치구로 승격한 지 20년을 맞이하는 와 우리 남동구  공직자는

「투명한 자치행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찾아가는 복지사회」,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밝은미래 푸른도시 살기좋은 남동구』를 실 하고자,

그 동안 축 된 각 분야의 인 라와 외형  발 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내  성숙을 다지는 

제2의 도약기임을 깊이 인식하여

2007년도 새해의 구정 역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 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 해나가겠습니다.

21C 남동구 장기 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비  설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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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미래상 정립과 발 략을 한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고, 

직원 성과 리  자체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선진 자치구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을 한 공무원 친 교육 강화로 

구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 함은 물론, 

맑고 깨끗한 투명 구정 운 을 한 주민공개감사 실시와 

구민 제안제도  산편성시 주민참여 확 , 

주요 구정운 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민․  화합의 열린 행정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 행정 만족도 제고에 심 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논 고잔동․만수1동 등 2개 동에 

 기능을 갖춘 동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신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  지역 주민에 한 

편의 제공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확 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이미 완료된 창 시장을 비롯하여 구월  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의 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시장별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마 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견의 지속 인 지원과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바이어 청 수출상담회 개최로 

무역정보 수집과 수출역량 토 를 마련함은 물론,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을 진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지역 체 산업단지 생산․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남동공단의 입주업체에 하여

기술 신 역량 강화를 한 클러스터 사업과 업종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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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 등 지원서비스 강화는 물론,

내․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종합복지 증진을 해 추진하고 있는

남동비지니스센터 건립에 각별한 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취업정보센터 상설운 을 통하여

실질 인 취업기회 알선과 더불어,

노사화합 분 기 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각별한 심을 기울이겠으며,

특색음식거리에 한 다양한 음식축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남동구의 음식업소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수매 감축  한미 FTA 상에 따른

 시장 개방에 비하여,

지역 생산 의 원활한 로 확보로

농업인의 안정  농사업을 도모하는 등

지역 특산물의 안 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도모하는 등,

농․축․수산업 반에 한 극  지원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 이 균형 있게 병존하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나 는 생산  복지공동체 구 에 힘쓰겠습니다.

노인복지회  별  증축  만수 무료 노인 문 요양시설의

신축을 통하여 노인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 최 로 부자보호시설을 건립하여

모자가정에 편 된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폭넓은 지원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연차  확충계획에 의한

공립보육시설 3개소를 확충하여 수요자 심의

보육시설 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사회  출산의 기 극복을 하여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지속 이고 체계 인 보건지도  의료서비스 제공과

출산율 제고를 한 사회  분 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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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복지 달체계의 개편에 따른 

민․  력체계 확립으로,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문 이며 단일화된 남동구 복지서비스를 실 하겠으며, 

취약계층에 한 직업재활훈련과 시설을 운 하여 

근로능력과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고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한, 소득층․장애인․독거노인 등에게 

포 이고 지속 인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과 

치매주간 보호시설의 체계 인 치매환자 리로 

취약계층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연클리닉사업․운동 로그램 운 사업 등 

구민 건강 증진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 청정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소래산 자연 친화형 등산로 조성  오 산 생태 탐방로 조성 등 

도심속 산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과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하여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숭덕여자고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한 

학교공원화사업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안의 자연경  보호와 운동경기․야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리틀야구장 건립을 포함한 자울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8․90년 에 조성된 공원에 하여 

변화된 생활환경에 부합되도록 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을 실시하여, 

공원 이용의 효율극 화로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효율성이 하되고, 

항상 안 사고 험이 내재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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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선진화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를 비하여

정 처리 용량을 갖춘 음식물쓰 기 자원화시설의

보완  증설 추진 등 도심속 청정지역

Clean 남동건설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한, 남동공단 악취시설을 집  리하여 

맑고 깨끗한 공단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정 검사 실시와 

특정공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한 방  지도․ 검을 확 하여 

맑은 공기로 숨쉬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여유와 행복추구의 문화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 술 향유를 한 

지역 문화 술 육성과 인 라 구축을 하여, 

구민 서 백일장․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다채로운 지역 문화 술 행사를 개최하고, 

개원 4년째를 맞이하는 남동문화원의 상을 높이고 

수  높은 지방문화 창달과 발 을 도모하고자

남동문화회  건립을 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도포 지 복원공사의 완료에 따른 

향토문화의 극 발굴과 계승으로 

남동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문화 부 비축제로 지정된 인천소래포구축제를 

한 단계 더욱 성숙된 축제로 발 시킴으로써, 

국 인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여가체육활동  건강증진을 해 건립된

남동국민체육센터의 효율  리방안을 강구하여,

구민들에게 기능 인 종합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에 리틀야구단을 창단하여 

유소년 축구단과 더불어 어린이들에 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토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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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남동구민 생활체육 회 개최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지속 인 교류와 

민간부문의 교류 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문화․ 술에 한 지역간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문화  자 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수  높은 교육환경의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C 교육기반 시 를 맞이하여 

실질 인 교육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기 인 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교육경비를 확  지원하여 

공교육 내실화  지방교육 발 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한 

분 기 조성과 학교내 여유공간에 복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커뮤니티(Community)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친화형 공유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외국인 한국문화교실 운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즐거운 여가 문화 로그램 운  등 

특성 있는 로그램을 시범 운 함으로써,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한 

방과후 학습교실을 확  운 하고, 

통문화 체험캠   탐방교실 운  등 

다양한 문화․정보․ 술 체험 기회 제공으로 

건 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여 

창의 이고 미래지향 인 청소년 육성을 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능력 강화를 해 지역 특성에 맞는 

로그램을 발굴․보 하여 실질 인 실습을 통한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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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통한 품격도시 구축을 해 힘쓰겠습니다.

재 추진 인 규모 아 트 재건축사업  

공원녹지 비율이 구역 면 의 30% 이상인 

국내 최  규모의 소래․논 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한 

극 인 행정지원과 구민 모두가 합의하는 

계획 이고 체계 인 제반 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친환경  택지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불량․노후주택 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약했던

향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간석․ 우재지구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본격 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 로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 을 도모하고, 

미래지향 인 주거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한, 장수․서창․도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5개 지구에 하여 

합리 이고 유연한 리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의 편의를 해 운연동․서창동․고잔동 등의 

도로망 확충과 정비를 통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량의 속한 증가에 따른 골목길 주차환경 개선을 해 

구월동․간석동 주택가에 한 공 주차장 건설과 

그린 킹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에 추진할  시책들은 

구민 모두가 안정 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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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  소명의식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40만 구민 여러분!

민선4기의 두 번째 해가 되는 올해는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그 목표를 향한 노력을 배가시키는 해로 삼아, 

를 비롯한 780여  공직자는 

자신감을 일깨우고 더욱 분발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통한 성장을 본격화할 것임을 확신하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항을 성공 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해 개척자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나 는 데서부터 

혜택을 나 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울타리에 살고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궂은 일은 이면서 좋은 일은 최 한 많이 

가꾸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가정에 희망찬 새아침의 이 고루고루 비치기를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  丁亥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  1.  2.

인천 역시 남동구청장 윤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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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본 남동의 한 해

2006년 새해설계
     병술년 우리 남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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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요행사
  구민과 함께 쓴 병술년 일기(지난 해를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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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를 출범하며
    밝은미래 푸른도시 살기좋은 남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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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구정, 참여자치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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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육성
    남동의 소중한 꿈이, 미래가 자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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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 쾌적한 환경
    편안한 휴식처, 삶의 활력소를 재충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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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 지역개발
    자연을 생각하는 세련된 품격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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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견실한 기업, 풍요로운 지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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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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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건강 문화체육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향유, 웰빙도시 남동



언론으로 본 남동의 한 해  579



580  부  록

나눔의 생활복지
  나눔과 섬김의 삶, 따뜻한 선진 남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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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직자
  구민의 만족과 감동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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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결실
   일등 남동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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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구정운영 평가결과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발전분야 최우수

    - 2006년 6월 행정자치부

 도로점용료 징수 추진실적 최우수

    - 2006년 7월 인천 역시

 금연건강 증진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 2006년 12월 보건복지부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최우수 : 5개 분야

    - 주요시책 추진상황 이행실태, 지방재정 조기집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이

행실태, 보육서비스 추진, 도심속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우  수 : 3개 분야

    - 공공근로,  도로 유지 리, 주차시책 추진

 장  려 : 3개 분야

    - 주민자치센터 운 , 지방물가 리, 청소행정 추진

 인구주택 총 조사 우수기관

    - 2006년 4월 재정경제부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기관

    - 2006년 8월 인천 역시

 민방위행정 연구과제 발표회 우수상

    - 2006년 9월 소방방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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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장애인시설 평가 우수기관

    - 2006년 9월 보건복지부

 자원봉사센터 평가 장려상

    - 2006년 8월 인천 역시

 재난관리 평가 장려상

    - 2006년 12월 소방방재본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

    - 2006년 10월 인천 역시

 인천소래포구축제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 선정

 여성합창단 제3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대상

 육상부 각종 대회 입상(전국체전, 전국실업육상, 전국실업단대항경기 등)

    - 1  9회 / 2  3회 / 3  3회 / 회신기록 3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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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구정 주요일지

≪1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 1. 2

2006년도 시무식

신년인사  확 간부회의 

건 가요 노래교실 개강식

2006. 1. 3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006. 1. 5 만수1동, 논 고잔동 기본설계용역보고회

2006. 1. 6 운동경기부 지훈련

2006. 1. 8 남동구 기독교연합회장 이․취임식

2006. 1.10 2006년도 구청장 연두방문(구월1동, 구월3동)

2006. 1.11
새얼 아침 화

2006년도 구청장 연두방문(구월4동, 구월2동)

2006. 1.12
인천경 포럼

2006년 구청장 연두방문(장수서창동, 간석1동)

2006. 1.13 2006년 구청장 연두방문(간석3동, 간석2동)

2006. 1.14 남동구 약사회 정기총회

2006. 1.16
2006년 구청장 연두방문(만수1동, 만수6동)

주민자치 의회 간담회

2006. 1.17

2006.겨울방학 청소년 통문화체험캠

2006년 구청장 연두방문(만수3동, 만수2동)

장애인 자립사업장(무한 유앤아이) 개업식

2006. 1.18 2006년 구청장 연두방문

2006. 1.19

2006년 구청장 연두방문(논 고잔동, 남 도림동)

제14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남동구 사랑나 기추진 원회 정기총회

2006. 1.20
2006년 구청장 연두방문(간석4동, 보건소, 출장소)

2006년 체육회 정기총회

2006. 1.23

2006. 새해 농설계 교육

재향군인회 남동구회  공식

군수․구청장 의회, 사회단체장 의회

2006. 1.24 남동공단 상징조형물 작품심사

2006. 1.25 2006. 사회단체보조  심의 원회

2006. 1.26

2006년 문화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보고

제14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설맞이 시설 방문

2006. 1.27 남동국민체육센터 건립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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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 2. 1
2월  월례조회  확 간부회의

“남동청소년의 집” 탁만료 운 단체 평가

2006. 2. 2
주요사업 장 방문

자활기 의체 표자회의

2006. 2. 3 육상경기부 동계 지훈련

2006. 2. 6 부업 학생 간담회

2006. 2. 7 2006년 겨울방학 청소년 천문 캠

2006. 2. 8
인천경 포럼

민주평통 정례회의

2006. 2. 9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보고회

2006. 2.10 논 고잔동청사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2006. 2.11 체육회 시산제

2006. 2.13 도․소매업 동조합장 견

2006. 2.14
문화 술진흥기  심의 원회

남동구청어린이집 재 탁 심의 원회

2006. 2.15
만월종합사회복지  평가 원회

2006. 1/4분기 도로 리심의회

2006. 2.16 인화회

2006. 2.20 청원경찰 특별교육

2006. 2.21 공원 리경로당 탁사업 설명회

2006. 2.22 인천생  공동물류센터 입소식

2006. 2.23
어려운 청소년 천문 캠

남동공단발 의회

2006. 2.24 남동문화 술회 총회

2006. 2.27
유 기  방문

보육정책 원회

2006. 2.28

기업인 청 구정설명회

청소년 여자쉼터 개소식

미술품장식 심의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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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 3. 1 충탑 참배  삼일  기념식

2006. 3. 2

3월  월례조회  확 간부회의

사회복지네트워크 총회

2006 구민문화 학교 개강식

2006. 3. 3 구세군 실비노인 문요양시설 개원

2006. 3. 6

정책자문회의

제120차 안 검의 날 캠페인

남동구 통합방 의회 정기회

2006. 3. 7

남동구청 직장민방  비상소집훈련

자체평가 원회

군수․구청장 의회

2006. 3. 9 인천 경 포럼 강연회

2006. 3.10
2006년 지역민방 장 교육

2006년 제1회 도시계획 원회

2006. 3.13 제1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6. 3.15
제350차 민방 의 날 훈련

남동구 노인 학 입학식

2006. 3.16
소비자 식품 생감시원 장 달

재래시장활성화 아 이드사업 장 방문(모래내시장)

2006. 3.17
제1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Green 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2006. 3.20
상공회의소장 취임식

군․구 부단체장 간담회

2006. 3.22 제14회 「세계 물의 날」기념행사

2006. 3.23

안 한 「스쿨존」만들기 캠페인

의정비심의 원회 장 달식

남동구 지방청소년 원회

2006. 3.24 도로환경미화원 춘계 체육행사 격려

2006. 3.27

제1기 운동 로그램 개강식

남동구민 교양강좌

남동구 통장연합회 이․취임식

2006. 3.28

세정운 평가보고회

2006. 제1차 직원간담회

「소래포구 역사자료 사진집」발간 기념식

2006. 3.30
제61회 식목일 행사

2006. 독수리연습 상황보고 참

2006. 3.31
간석자유시장 공 화장실 개소식

2006. 교육경비보조  심의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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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 4. 3
하노이국제박람회 출국신고

제6회 소래포구축제 추진 원회

2006. 4. 4 4월  월례조회  확 간부회의

2006. 4. 5 미술품장식 심의 원회

2006. 4. 7 제7  한노인회남동구지회장 취임식

2006. 4.10 통합방 의회 신규회원과의 오찬간담회

2006. 4.11
보육정책 원회

논 고잔동 장민원실 개청식

2006. 4.16 친선궁도 회

2006. 4.17
제1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3차 의정비 심의 원회

2006. 4.18
주요사업 장 확인 방문

2006년 산성과  심사 원회

2006. 4.19 주요사업 장 확인 방문

2006. 4.20 제1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4.21

제35회 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 회 출  보고

성양구 방문단 견

남동구&성양구 문화 술교류  개막식  환 만찬

2006. 4.22 제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06. 4.23 제13회 남동구연합회장기 클럽 항 테니스 회

2006. 4.24
인천 원장 견

임용장 수여

2006. 4.25
부동산평가 원회

인화회

2006. 4.26
교통 여론모니터 장 수여

2006 이웃돕기성  달식

2006. 4.27 2006년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2006. 4.28 수산조정심의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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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 5. 1 5월  월례조회  확 간부회의

2006. 5. 2
아시안게임유치 종합상황보고회(시)

국 성양구 공무원 방문단 환 식

2006. 5. 3 남동구 복지 원회의

2006. 5. 4 성산효행 상 시상식

2006. 5. 5
비루고개 축제

어린이날 행사

2006. 5. 6 체육회 정기산행

2006. 5. 8 남동공단 상징조형물 시연회

2006. 5. 9
환경 정비의 날

군․구 인사담당 정기모임

2006. 5.15
시장 장방문 지시사항 환경정비 결과보고회(시)

성년의 날 맞이 통 성년식

2006. 5.18 건축 원회

2006. 5.19 2006. 2/4분기 도로 리심의회

2006. 5.23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책보고회

2006. 5.24 부동산평가 원회

2006. 5.25 지역정보화 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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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 6. 4 제10회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회

2006. 6. 5
경로당회장단 문화유 지 탐방
6월  월례조회  확 간부회의
주부노래교실 개강식

2006. 6. 6 충일 추념식

2006. 6. 7
제14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체육진흥 의회 심의

2006. 6. 8 부모 모니터링단 발 식

2006. 6. 9
제14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월2동 청사 개청식

2006. 6.10
2006 청소년 동아리축제 & 그림그리기 회
지역주민을 한 합동결혼식

2006. 6.12
제18회 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기 노인게이트볼 회
여성단체 의회 일일찻집

2006. 6.13
2006년 모범근로자 국내 시찰
어린이뮤지컬 「개구리 왕 이」공연
월드컵 거리응원

2006. 6.15
고객감동 친 남동 구 을 한 친 민원응  교육
연락경로당 개 식

2006. 6.16
여성축구단 창단식
재가노인복지센터 바자회

2006. 6.17 제5회 구민 서 백일장

2006. 6.19 인천남동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2006. 6.20 인천소래포구축제 추진 원회

2006. 6.21 주민자치 의회

2006. 6.22
6.25 쟁당시 음식재   사진 시회
서창동 경로당 개 식

2006. 6. 23 군수․구청장 당선자 간담회(시)

2006. 6.24 건강부부를 한 열린가족 한마당

2006. 6.25 제56주년 6.25 기념행사

2006. 6.26
지역사회복지 의체 회의
군수․구청장 의회

2006. 6.27
상반기 자녀지도교실 개강식
남동구 사랑나 기운동 추진 원회

2006. 6.28
교육경비보조  심의 원회
보훈 상자 문 행사

2006. 6.29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
홀몸노인 돌보기 사활동 진 회

2006. 6.30 남동국민체육센터 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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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 7. 1
(사)나눔과 기쁨 남동지부 창립 회

제8회 남동구청장기 태권도 회

2006. 7. 3
민선4기 윤태진 구청장 취임식

노인복지회  방문

2006. 7. 4 제11회 여성주간행사

2006. 7. 5 미술장식품 심의 원회

2006. 7. 6
제5  남동구의회 개원식

도시균형발 사업 추진상황보고회(시)

2006. 7.10 ICN 인터뷰

2006. 7.12
제5회 구민서 백일장 시상식

제5  남동구의회  집행부 간담회

2006. 7.13

인천경 포럼 조찬강연회

창립 제19주년 인천남동모범운 자회 기념식  회장 이․취임식

한 교류세미나

2006. 7.14

제1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지역명사 청 특강

제8회 이웃사랑 열린음악회

2006. 7.18 구청장 동 방문(장수서창동, 만수6동)

2006. 7.19

제21차 정책자문회의

“사랑의 감자 나눠주기” 달식

구청장 동방문(남 도림동, 논 고잔동)

2006. 7. 20
남동공단경 자 의회 간담회

구청장 동방문(만수1동, 구월4동)

2006. 7. 21
2006년 하계 육상부 지훈련

지역정보화 진 의회

2006. 7.24

구청장 동방문(만수4동, 만수5동)

제3회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 환 식

군수․구청장 의회

2006. 7.25
구청장 동방문(만수2동, 만수3동, 간석3동)

6  여성공무원과의 간담회

2006. 7. 26

구청장 동방문(간석2동, 간석1동, 간석4동)

추어마을 맛 잔치

“사랑의 감자” 달식

2006. 7.27

소년소녀가정 반찬 지원

결식학생 지원물품 달

구청장 동방문(구월3동, 구월4동)

2006. 7.28 제3회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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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 8. 3 부업 학생 간담회

2006. 8. 4 2006. 을지연습 비보고회(시)

2006. 8. 8
청소년 통 교실 입교(제1기)

2006 을지연습 비보고회

2006. 8. 9
새얼 아침 화

미술장식품 심의 원회

2006. 8.10 청소년 통 교실 입교(제2기)

2006. 8.14
2006 을지연습 참가요원 교육

국 청도시 성양구 방문단 견

2006. 8.15 복  기념식

2006. 8.16 자원화시설 운  평가보고

2006. 8.17

청소년 포츠 체험캠

인화회

정보공개 심의회

2006. 8.18 2006 을지연습 핵심과제 발표회

2006. 8.21

을지연습 비상소집 응소보고

만수시장 리사무실 입소식

을지연습 계기  문(남동경찰서)

2006. 8.22

을지연습 일일 종합상황보고

을지연습 핵심과제 발표회

을지연습 계기  문(시청, 남부소방서)

2006. 8.23 을지연습 일일 종합상황보고

2006. 8.25

청소년 참여 원회 워크

2006.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  보고회(시)

시의원 정책간담회

2006. 8.28 군․구 부단체장 회의

2006. 8.29
FTA 상과 한국경제 련 특별강연회(시)

2006년 지방재정공시심의 원회

2006. 8.30 2006. 3/4분기 도로 리심의회

2006. 8.31
제3회 건축 원회

소년소녀합창단  오 스트라단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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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 9. 1

9월  월례조회  확 간부회의

제149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공립보육시설 개원식
군수․구청장 의회

2006. 9. 4 교통안 캠페인

2006. 9. 5
도시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주택재개발 주민설명회

2006. 9. 6

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제3회 숭아물들이기 행사
주택재개발 주민설명회

「U-지역정보화 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간보고회 개최

2006. 9. 7
제149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주민자치 의회

2006. 9. 8
2006. 식품 생교육
시장방문 주요업무보고  주민과의 화

2006. 9.11 2006. 주민자치 원 신 workshop

2006. 9.12 동유럽시장개척단 업무 의회

2006. 9.13
새얼 아침 화
2006. 주민자치 원 신 workshop

2006. 9.14
인천 경 포럼
제149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인천소래포구축제 경과보고회

2006. 9.15
나눔과 기쁨 창립 회
지명 원회

2006. 9.18
동유럽시장개척단 견

공유토지분할 원회

2006. 9.19
공 심의회
2006.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책보고회

2006. 9.20 도로환경미화원 체육 회

2006. 9.22
민방  창설 31주년 기념행사
부동산평가 원회

2006. 9.27
하반기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군수․구청장 의회

2006. 9.28
2006. 구민상 심의 원회

추석맞이 독거노인후원  달식

2006. 9.29
국어 방송 하오TV 견

성리 학교 개교식

제31회 정선아리랑제 청 방문

2006. 9.30 제14회 만세보령문화제 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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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10. 1 제4회 남동구민건강마라톤 회

2006.10. 2

10월  월례조회  확 간부회의

간부공무원 CS리더십 향상교육

군․구 부단체장회의

2007년 주요업무보고(실․소, 자원 사센터, 도시 리공단)

2006.10. 4
육상선수단 국체  출 신고

2007년 주요업무보고(총무국)

2006.10. 7 외국인 근로자 축구 회

2006.10. 8 남호정 창립 26주년 사두 취임식

2006.10. 9 2007년 주요업무보고 

2006.10.10

부모자녀 화법  자녀진로 지도를 한 부모교육

체 참가 학생선수단 격려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식

2006.10.11 제6회 인천소래포구축제 개막퍼 이드  개막식

2006.10.12 생활체조 발표회

2006.10.13
주민자치센터 경연 회

소래포구아 마 선발 회

2006.10.14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회 / 소래포구 노래자랑

제6회 인천소래포구축제 경기FM 특집공개방송  폐막식

2006.10.16
제15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원 고객만족(CS)행정 마인드 향상 교육

2006.10.18
2006 해외바이어 청 수출상담회

제15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10.19 지역사회복지 의체 회의

2006.10.20 제87회 국체 선수단 격려

2006.10.21 2006 시민생활체육 회 개회식 참석

2006.10.25 청소년 문화사업단 견

2006.10.26 거북이 걷기 회  인형극 공연

2006.10.27

제12회 구월게이트볼 회

OCA 평가 비 환경 정비의 날

제5회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경진 회  음식나눔 행사

2006.10.29 제10회 배드민턴 회 / 제8회 족구 회 / 제7회 합기도 회

2006.10.30

「U-지역정보화 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만수1동 청사 기본설계 용역보고회

군수․구청장 의회

2006.10.31
2006. 소송수행상황보고회

행자부 주민서비스 신추진단과의 간담회



2006 구정 주요일지  597

≪11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11. 2
지역사회복지 의체회의

식품진흥기 심의 원회

2006.11. 6

남동구노인회지회 부설 노인 학생 문화유 지 탐방

11월  월례조회  확 간부회의

계약심의 원회  /  통합방 의회

2006.11. 8
사립유치원연합회 견

「OCA 평가단」 방문 련 보고회(시)

2006.11. 9

경로의 달 문화유 지 견학

공유재산심의 원회

숲가꾸기 일일체험행사

노인일자리 욕구조사 결과 용역보고회

2006.11.10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보완공사 기본계획수립용역 간보고회

2006.11.13
제15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국시장군수구청장 의회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2006.11.14

치매노인작품발표회

소년소녀가정 김장김치 달식

교육경비심의 원회

2007 산편성 사 보고

2006.11.15 밥상에서 보물찾기 식단 시회

2006.11.19 제3회 구청장기 인라인 회

2006.11.20 제15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11.21

신한은행 사랑의  기탁행사

주부교실 경로잔치

사랑의 김장나 기 행사

2006.11.22

강화군 불온면장 견

민주평통 앙회 사무국장 견

늘푸른 어린이집, 돌고래 어린이집 개원식

2006.11.23
의료 여심의 원회

새마을지회 사랑의 김장김치 달식

2006.11.24 산단공 경인본부와 간담회

2006.11.27
제15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남동산업단지 발 방안 토론회

2006.11.28 2006년도 유통 련업 표자 교육

2006.11.29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교육

2006.11.30

청소년 문학캠

2006년 하반기 유 기  의회

2006년 자활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군수․구청장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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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

일   시 행     사      내      용

2006.12. 4 12월  월례조회  확 간부회의

2006.12. 5
제15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6 사랑나 기 일일찻집
여성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2006.12. 6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인터뷰
동 방 의회장  비군동 장 송년모임

2006.12. 7

2006년 제2회 남동구민 교양강좌
세계도시엑스포 발기인 회  이사회
지역사회복지 의체 정기회의
주민자치 의회 송년의 밤

2006.12.11 청사시설물 에 지 리정 진단 용역보고회

2006.12.12

2006. 경로 안잔치 / 동장 송년 간담회
2006. 자원 사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 장학증서 수여
노인일자리 욕구조사 용역보고회

2006.12.13
2006 소기업지원사업 성과보고회
2006 보육시설 운 자 교육

2006.12.15 6.25 참 유공자 호국보안 회

2006.12.18
2006년 건 가요 노래교실 수료식
200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실  보고회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

2006.12.19
제3회 남동의제21추진 의회 워크
사랑의 소원나무행사

2006.12.20
제15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국민임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무상임  약식

2006.12.21
공공근로사업 추진 원회
노인회지회부설 노인 학 졸업식
장기발  실무기획단 워크

2006.12.22
정년퇴임식 / 직원화합음악회
사랑나 기운동추진 원회 결식학생 물품 달식

2006.12.26
2006 하반기 구청장 공약․지시  건의사항 추진상황보고회
2006 도로환경미화원 퇴임식
연말연시 청소년 보호 캠페인

2006.12.27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보완공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VISION 남동2011」학술용역 간보고회
2006년도 사회단체장 송년모임

2006.12.28
정년퇴임자 견
새마을운동 평가보고회

2006.12.29 2006년도 종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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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구청장부구청장

 구청장 명단【관선】

순 직  명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고( 출사항)

1 행정서기 오 일 근 '88. 1. 1 '89.12.26 구청장

2 행정서기 김 국 진 '89.12.27 '93. 3.28 공 개발사업단장

3 행정서기 민  기 '93. 3.29 '94. 1. 2 남구청장

4 행정서기 윤 병 수 '94. 1. 3 '95. 3.27 사    직

 구청장 명단【민선】 

순  직    명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 정 무 직 김 용 모 '95. 7. 1 '98. 3. 4

2 정 무 직 이 헌 복 '98. 7. 1 ‘99.11.27

3 정 무 직 윤 태 진 ‘00. 2. 1    재

 부구청장 명단 

순 직     명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고( 출사항)

1 행정서기 이 기 석 ’88. 1. 1 ’88. 6.10 공무원교육원장

2 행정서기 성 억 모 ’88. 6.11 ’92. 8. 6 북구청 부구청장

3 행정서기 김 성 규 ’92. 8. 7 ’94. 5.16 북구청 부구청장

4 행정서기 백 세 열 ’94. 5.17 ’94.12.31 계양구 부구청장

5 행정서기 이 근 식 ’95. 1.18 ’95. 7.28 구청 부구청장

6 부 이사 최 천 식 ’95. 7.19 ’96. 2.27 시 내무국장

7 부 이사 한 학 수 ’96. 2.28 ’97.12.22 시 환경녹지국장

8 행정서기 박 정 남 ’97.12.23 ’98. 7.23 서구 부구청장

9 행정서기 임 선 경 ’98. 7.24 ’98.12.23 부평구 부구청장

10 부 이사 허  성 ’98.12.24 ‘00. 2. 6  정년 퇴임

11 부 이사 여  ‘00. 2. 7 ‘01. 1. 5 시 인사과

12 부 이사 윤 석 윤 ‘01. 1. 6 ‘02. 1.28 시 교통국장

13 부 이사 이 상 익 ‘02. 1.29 ‘02.12.31 시 경제통상국장

14 부 이사 고 윤 환 ‘03. 1. 1 ‘03. 1. 6 국가 문행정연수원

14 부 이사 이 충 양 ‘03.11. 7 ‘05. 1.31 행정자치부

15 부 이사 류 정 ‘05. 2. 1 ‘06. 4.23 명  퇴직

15 부 이사 황 의 식 ‘06. 4.24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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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

분
야

연
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사업구분

(추진부서)

행

정

경

제

분

야

1
 논 고잔동 동청사

 신축

 - 논 동 633-3번지

   지하1층, 지상3층
2006-
2007 2,225 구) 2,225

이월사업

(경 재정과)

2
 만수1동 동 청사

 신축

 - 만수동 983-5번지

   지하1층, 지상3층
2006-
2007 2,988 구) 2,988

이월사업

(경 재정과)

3
 모래내시장 아 이

드 설치

 - 구월동 1265번지

   L=450m, B=4.5m(도로양측)
2005-
2007 3,000

국) 1,500
시) 750
구) 450
자) 300

이월사업

(지역경제과)

4  재활용선별장 신축
 - 남 동 625-64외 1필지

   재활용선별처리량규모 35톤/일
2006-
2007 2,200

국) 660
시) 660
구) 880

계속사업

(청  소  과)

5
 구월시장 아 이드 

 설치

 - 구월동 1266번지

   L=376m, B=8m
2007-
2007 2,550

국) 1,530
시) 459
구) 306
자) 255

신규사업

(지역경제과)

문

화

복

지

분

야

6
 노인복지회  별

 증축

 - 구월동 1114-12

   740㎡(지상4층) 
2006-
2007 1,400 구) 1,400

이월사업

(주민복지과)

7
 인천 시립도서  

 건립

 - 구월동 610-1번지외 2필지

   지하2층, 지상3층
2003-
2008 24,137 시) 2,670

민) 21,467

시 

문화 술과

(문화홍보실)

8
 부자보호시설 건립

 (아담부자원)

 - 수산동 37-3, 37-9번지

   지상4층 (20세 )

   연면  1,376㎡/ 지992㎡

2006-
2007 1,517

국) 641
시) 641
구) 235

이월사업

(주민복지과)

9
 만수 무료노인 문

 요양시설 신축 

 - 만수동 1073-12번지

   지하1층, 지상4층
2006-
2007 1,954

국) 776
시) 776
자) 402

이월사업

(주민복지과)

도

시

정

비

분

야

10
 남동산단 

 Green Street 조성

 - 남동공단 앙로

   L=2,000m, B=2m
2007-
2007 1,000 시) 1,000

신규사업

(도시정비과)

11
 승기천변 차폐녹지

 조성
 - 차폐녹지  조성 3.6㎞ 2007-

2007 1,142
국) 800
시) 171
구) 171

신규사업

(도시정비과)

12
 인천 공원후문-9공

수간 인도설치

 - 장수동 산70번지

   L=2,220m, B=6.2m
2006-
2007 1,000 시) 1,000

이월사업

(건  설  과)

13  만의골 도로개설  - L=460m, B=15m 2006-
2007 1,300 시) 1,300

이월사업

(건  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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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연
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사업구분

(추진부서)

도
시
정
비

분
야

14
 공 주차장 건설

 (2개소)

 - 구월1동 1210-16(37면)

 - 논 동 562-2(45면)
2007-
2007 1,636 시)   580

구) 1,056
신규사업

(교  통  과)

15
 인수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 면  : 1,816㎡

   지하2층 143면
2007-
2008 3,000 시) 3,000

신규사업

(교  통  과)

16
 운연지구 순환도로망

 확충사업

 - 운연동 292번지 일원

   L=531m, B=6～8m
2007-
2009 1,561 시) 780.5

구) 780.5
신규사업

(건  설  과)

17  자울 체육공원 조성  - 공원조성 1식(37,841㎡) 2004-
2009 2,095

계속사업

(도시정비과)

도
시
계
획

분
야

18
 장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 면  : 185,400㎡ 1996-

2007 25,534 시) 1,620
구)23,914

계속사업

(도시계획과)

19
 서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 면  : 428,267.9㎡ 1997-

2007 57,213 시) 4,810
구)52,403

계속사업

(도시계획과)

20
 도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 면  : 155,900㎡ 2001-

2007 24,413 시) 1,810
구)22,603

계속사업

(도시계획과)

21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  - 면  : 326,258㎡ 2007-
2012 50,100 구)50,100

계속사업

(도시계획과)

22
 소래․논 지역 도시

 개발사업
 - 면  : 2,383,283㎡ 2004-

2008 1,133,700 -
계속사업

(도시계획과)

23  논 2택지 개발사업
 - 지면  : 2,545,174㎡

 - 건립규모 : 15,402호
2002-
2007 1,083,500 -

계속사업

( 한주택공사)

24
 향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면  : 203,170.6㎡

 - 공동주택 : 3,208호
2003-
2010 35,000

국) 8,990
시)22,414
구) 3,596

계속사업

(도시계획과)

25
 간석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면  : 79,507.3㎡

 - 공동주택 : 1,313호
2003-
2011 23,310

국)11,655
시) 5,826
국) 5,829

계속사업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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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현황

 행정기관

기  명 소 재 지 표 화 FAX 홈페이지 비고

인천 역시청 구월동 1138 440-2114 440-3009 www.incheon.go.kr

 구 청 동1가 9 760-7114 760-7111 www.icjg.go.kr

동 구 청 송림동 109 761-0151 763-5210 www.dong-gu.incheon.kr

남 구 청 숭의동 131-1 887-1011 887-0617 www.namgu.incheon.kr

연수구청 원인재길 33 817-1011 817-4023 www.yeonsu.go.kr

남동구청 소래길 88 466-3811 464-6275 www.namdong.go.kr

부평구청 부평4동 879 509-6114 509-7600 www.icbp.go.kr

계양구청 계산4동 1079-1 450-5114 450-5299 www.gyeyang.go.kr

서 구 청 심곡동 244 562-5301 560-4259 www.seo.incheon.kr

강화군청 강화읍 청리 163 930-3114 930-3660 www.ganghwa.incheon.kr

옹진군청 용 동 627-608 899-2114 899-3399 www.ongjin.go.kr

 구의회 및 산하기관

기    명 소  재  지 표 화 FAX 비  고

남동구의회 만수6동 1008 464-1790 453-5029

남동구보건소 만수6동 1008 464-4001 453-5079

남동공단출장소 고잔동   637 815-3001 453-5159

구월1동사무소 구월1동 1214-5 468-0561 453-5238

구월2동사무소 구월2동 24 467-4346 453-5258

구월3동사무소 구월3동 1098-7 421-8638 453-5278

구월4동사무소 구월4동 1296-6 468-6011 453-5298

간석1동동사무소 간석1동 353-4 422-0560 453-5318

간석2동사무소 간석2동 206-6 423-4303 453-5338

간석3동사무소 간석3동 49-1 423-4304 453-5358

간석4동사무소 간석4동 574-17 432-6925 453-5378

만수1동사무소 만수1동 983-5 464-3967 453-5398

만수2동사무소 만수2동 869-14 463-0002 453-5418

만수3동사무소 만수3동 847-1 462-9920 453-5438

만수4동사무소 만수4동 21 461-3005 453-5458

만수5동사무소 만수5동 876 465-4815 453-5478

만수6동사무소 만수6동 1020 467-9011 453-5498

장수서창동사무소 서창동  350 465-2752 453-5518

남 도림동사무소 남 동  354-1 468-1864 453-5538

논 고잔동사무소 고잔동  212-7 442-6028 453-5558

도시 리공단 만수4동 15 460-0500 469-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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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기    명 소 재 지 표 화 홈페이지 비고

경인지방노동청 구월3동 1113 435-0021 gyeongin.molab.go.kr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구월1동 1446 426-8303 guwol-market.incheon.go.kr

국민건강보험공단남동지사 구월1동 1128-10 해상 12층 452-7114 www.nhic.or.kr

국민연 리공단인천지사 구월1동 1462-1 451-0920 www.nps4u.or.kr

남동경찰서 구월1동 1447-2 469-7000 nd.icpolice.go.kr

남인천세무서 구월1동 1447-1 460-5200 j.nts.go.kr

인천지방경찰청 구월1동 1409 433-0112 www.icpolice.go.kr

남동수도사업소 만수6동 1007-9 720-3411 waterworksh.incheon.kr

인천시교육청 구월1동 1137 423-3303 www.ice.go.kr

인천시동부교육청 만수1동 1005-3 471-1100 dongbu.ice.go.kr

인천지하철공사 간석3동 67-2 451-2114 www.irtc.co.kr

종합문화 술회 구월3동 1408 427-8401 hart.incheon.go.kr

청소년수련 장수동 766-1 465-6827 i-youth.incheon.go.kr

한국 력공사남인천지 청학동 448-2 830-5231 www.kepco.co.kr

남동문화원 논 동 192 468-1715 namdongculture.or.kr

 교육기관  

≪ 등학교≫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구분 표 화 홈 페 이 지 비고

1 상인천 등학교 간석1동 304 공립 432-7692 www.sangic.es.kr

2 인천간석 등학교 구월2동 6-1 공립 469-5893 www.igs.es.kr

3 인천구월서 등학교 구월3동 1099 공립 431-6823 www.kws.es.kr/

4 인천구월 등학교 구월1동 1226-1 공립 468-7041 www.ikw.es.kr

5 인천남동 등학교 만수6동 1017 공립 462-0104 namdongcho.es.kr

6 인천남 등학교 남 동 556-19번지 공립 466-5539 inamchon.es.kr

7 인천논곡 등학교 논 동 563-5 공립 446-2988 www.nongok.es.kr

8 인천담방 등학교 만수6동 1046 공립 468-8075 www.dambang.es.kr

9 인천도림 등학교 도림동 629-2 공립 441-0095 idorim.es.kr

10 인천동부 등학교 만수3동 111-5 공립 466-7461 dongbu-ice.es.kr

11 인천만수북 등학교 만수2동 867-18 공립 466-7380 msb.es.kr

12 인천만수 등학교 만수6동 1074 공립 471-4252 www.mansoo.es.kr

13 인천만월 등학교 구월1동 1226 공립 469-3920 manwol.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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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구분 표 화 홈 페 이 지 비고

14 인천새말 등학교 만수동 26 공립 472-6122 www.saemal.es.kr

15 인천서창 등학교 서창동 332 공립 465-5972 www.sc.es.kr

16 인천석정 등학교 간석4동 614-5 공립 431-3934 seokjeong.es.kr

17 인천석천 등학교 구월동 21 공립 467-4921 www.sce.es.kr

18 인천성리 등학교 구월1동 446-1 공립 472-0237 www.sungri.es.kr

19 인천소래 등학교 논 동 109-85 공립 446-5012 www.soraecho.es.kr

20 인천신월 등학교 구월4동 609 공립 472-2381 www.shinwol.es.kr

21 인천약산 등학교 간석3동 돌말2길 공립 434-5974 www.yaksan.es.kr

22 인천인동 등학교 만수3동 846 공립 466-6484 indong2000.net

23 인천인수 등학교 만수4동 47 공립 461-8193 www.insucho.es.kr

24 인천장수 등학교 만수1동 1005-2 공립 463-4279 211.114.50.194

25 인천조동 등학교 만수4동 11 공립 472-3012 www.jodong.es.kr

26 인천주원 등학교 간석4동 379-1 공립 431-0042 www.injuwon.es.kr

 

≪ 학교≫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구분 표 화 홈 페 이 지 비고

1 간석여자 학교 간석3동80-1 공립 429-5969 ganseok.ms.kr

2 구월여자 학교 구월1동1409-1 공립 433-4004 www.kwg.ms.kr

3 구월 학교 구월동 22 공립 467-5910 kuwol.ms.kr

4 남동 학교 만수6동 1047 공립 462-0121 schooline.net/namdong

5 논곡 학교 논 동 553-21 공립 441-0381 www.nongok.ms.kr

6 동인천 학교 구월3동1089-1 공립 422-3743 donginchon.ms.kr

7 만성 학교 만수1동 1005-6 공립 468-8017 mansong.ms.kr

8 만수북 학교 만수4동 10 공립 472-3122 mansubuk.ms.kr

9 만수여자 학교 만수4동 27번지 공립 464-2262 211.114.55.42

10 만수 학교 만수4동 48 공립 467-1833 mansu.ms.kr

11 만월 학교 만수6동 1007-5 공립 462-0126 www.manwol.ms.kr

12 상인천여자 학교 간석1동 505-11 공립 437-9711 www.sanging.ms.kr

13 상인천 학교 간석3동 11-1 공립 422-0951 sic.ms.kr

14 석정 학교 간석4동 614 공립 425-0782 www.sukjung.ms.kr

14 숭덕여자 학교 만수2동 5-213 사립 463-7435 soongduk.e-wut.co.kr

15 논 학교 논 동 100 공립 446-7916

16 성리 학교 구월동 451 공립 46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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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구분 표 화 홈 페 이 지 비고

1 도림고등학교 도림동 562-3 공립 442-4762 www.dorim.hs.kr

2 동인천고등학교 만수2동 5-394 공립 463-3007 dih.hs.kr/

3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만수1동 977-25 사립 465-6503 www.ims.hs.kr

4 문일여자고등학교 만수1동 977-25 사립 465-3412 www.moonil-g.hs.kr

5 석정여자고등학교 간석4동 614-11 공립 438-3035 seokjeong.hs.kr

6 숭덕여자고등학교 만수2동 5번지 213호 사립 462-5197 soongduk.cschool.net

7 신명여자고등학교 간석동 26 사립 422-0331 www.shinmyung.hs.kr

8 인제고등학교 간석2동 136-1 사립 422-6681 inje.cschool.net

9 인천남고등학교 간석4동 614-12 공립 439-5502 inam.hs.kr

10 인천 술고등학교 간석1동 417-3 공립 433-3145 www.in-art.h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