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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꼭 가봐야하는 ‘2021~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강화군 고려궁지, 관광명소로 탈바꿈
강화군은 강화읍 원도심 중심에 위치한 ‘고려궁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2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고 밝혔다. ‘강소형 잠재관광지·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있는 관광지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홍보·마케팅하는 사업이다. 

향후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광상품 개발 지원, 한국관광공사 채널 및 해외지사 활용 홍보, 유력매체 활용 홍보 등 체계적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고려궁지’는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로 옮긴 1232년(고종 19)부터 다시 환도한 1270년(원종 11)까지 38

년간 사용되던 고려궁궐터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고려 궁궐터에는 강화의 지방 행정관서와 궁궐 건물이 자리를 잡았다. 강화의 궁궐은 행궁과 

장녕전, 만녕전, 외규장각 등이 있었으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 지금은 강화유수가 업무를 보던 동헌과 유수부의 경력이 업

무를 보던 이방청 등이 남아있다.

한편, ‘강화 원도심’에는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성공회 강화성

당, 조양방직, 미래체험관, 소창체험관, 강화읍성 등이 골목길

로 연결되어 있다. 여행객들은 골목 사이사이를 걸으며 고려시

대부터 1960~70년대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 

문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인 ‘왕의 길’로 

원도심에 스토리를 불어넣고, 관광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

로 개선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하는 

‘2021~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으로 고려궁지

가 전국의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강화군이 갖고 있는 다양한 관광지와 프로그램을 연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려궁지

군은 올해 체육 관련 예산으로 4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마을별로 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생애주

기별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1억 9천만 원

을 투입해 지역단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에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에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스포츠를 통한 복지 구현을 위

한 강좌이용권 사업도 확대해 시행한다. 

강화읍에 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새롭게 마련하고, 마을별 체육시설 개보

수에 4억 8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활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을 자투리 공간에는 

야외 운동기구를 새롭게 설치한다. 

 
생활체육인들이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종목별 체육대회와 군수배 체육대회에 1억 3천만 원을 보

조해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에 나서고, 2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 지역사

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마을단위별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군민들이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전국 최고 스포츠 복지 실현한다
생활 속 체육 인프라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행정과	-	체육팀



행복센터	공사현장	확인

생애주기별 여가·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강화군, 문화복합시설 ‘강화군행복센터’
유천호 군수, 오는 3월 개관 앞두고 현장 점검

유천호 군수는 지난 3일,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강화군행복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행복

센터 내 이용객의 동선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실 등의 시

공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강을 당부했다. 

   
‘강화군행복센터’는 강화읍 남산리 213-2번지에 223억 원을 투입

해 연면적 8,968㎡, 지하2층, 지상 6층의 군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지하 1,2층에는 기계실과 주차장 ▲지상 1층에는 농산물판매장, 

마을식당, 카페 ▲지상 2층에는 수도권 최고의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키즈카페) ▲지상 3층에는 노인여가시설, 도시재생센터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무실 ▲지상4∼5층에는 재봉실, 제과제빵실, 조리실, 요

가·미술·서예 등 문화프로그램실 ▲지상 6층에는 다목적홀, 장병휴

게실 등이 조성된다. 

별도의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인근 부지에 공영주차장 67면을 

조성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가족단위 모든 연령대의 군

민들이 함께 힐링하며 즐길 수 있는 소통의 공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행복센터	공사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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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철저한 예찰활동 및 초동진화체제 강화

강화군이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지난 8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발대식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오는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발

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청 및 13개 읍·면사무소의 산불방지대

책본부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을 관내 산불 

취약지역에 전지 배치해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예방 지

도활동을 펼치고, 감시탑 9개소 등에 감시원을 배치해 산불예찰 활동

을 강화했다.

대책본부는 읍·면과 협동해 산림 연접지 내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개별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쳐 산불발생 요

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강화군이 2022년도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농업인 등의 사소한 부주의

에서 발생한다”며 “철저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

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2년	강화군	산불예방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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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청년 창업인 사회 안착 지원 및 창업지원사업 본격 추진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 이하 ‘센터’)가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지

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센터는 ‘창업한 청년 사업 강화’ 및 

‘창업 청년 스타트 업 지원’ 사업접수를 오는 11일까지 접수를 받는

다고 밝혔다. ‘창업한 청년 사업 강화’는 창업 2년 이내의 청년에게 

연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하며, ‘창업 청년 스타트 업 지원사업’은 

예비창업가에게 연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다.  

센터는 지원금과 별도로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인의 안

착을 도울 계획이다. 

윤정혁 센터장은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젊은 패기가 지역 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접수문의: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 창업팀   ☎032)934-3088

“넌 창업할 때 제일 멋있어”

코로나 우울 마음행복 제공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연계 치료 강화

강화군, 어르신 치매 예방 ‘총력’
최선의 예방은 조기 검진, 적기에 치료로 
증증 진행을 억제하고 치매증상을 개선

강화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

해 전군민에 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불안, 우울 등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불안, 우울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나 추가 상담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심층상담이 필요한 군민에게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연계해 

전문가를 통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군은 군청과 보건소 1층에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를 설치하고 군민들의 자가 진단으로 우울감, 스

트레스 등의 정신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 주의군 및 

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치료 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군민의 마음건강상태

를 살피겠다”며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연계를 통해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리지원은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중 운영하며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직통번호 - ☎1577-0199)   

군은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

견해 치료를 돕고 가족의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치매 조기검진은 북부인지건

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지

소·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며, 만 60세 이상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형 인지 선별검사(CIST)도구를 이용해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저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와 신경심리검사(LICA)·

협력병원을 통한 감별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치매로 진단 시에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조호물품 ▲1:1맞춤형 사례관리 ▲인

지재활·강화프로그램 ▲위치추적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군

민의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치매는 조기에 발

견해 치료하면 진행억제와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며 “만 60세 이후

에는 주기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음건강	심리상담 보건소	-	치매	조기검진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강화군이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사전 준비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처

벌법 해설과 함께 규정된 주요 의무사항 숙지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

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하

고 공중이용시설물 조사, 안전계회 수립,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법 시행 전 의무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 공사장 붕괴와 대형화재 등을 보듯 사전 예방과 점검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살피고 정비하여 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와 강화군 미래 청사진 공유 
48번 국도(마송~강화) 및 영종~강화간 연륙교 등 현안사업 건의

다시 태어날 강화 창후항, 어촌다움으로 돌아올 것 
인천시 매립실시계획 승인, ‘창후항 어촌뉴딜사업’본격 추진

강화군은 유천호 군수가 지난 1일 ‘평화전망대’를 찾은 국민의 힘 윤석

열 대선후보를 만나 군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천호 군수는 평화와 안보를 상징하는 평화전망대에서 남북 공동

번영 교두보 마련을 위한 강화군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에서 신청한‘창후항 어촌뉴딜사업’매립실

시계획 건에 대해서 승인하고 1월 17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립실시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시행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로써, 강화군에서 

제출한 신청서가 타당성 검토 기준 등에 적합하여 인천시가 이를 

승인했다.

창후항은 2014년 교동대교 개통 후 교동도 간이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항구의 물류 기능까지 쇠퇴하면서 관광객이 잘 찾

지 않는 곳이 됐다. 이에 따라 창후항의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

기 위하여 1,675.17㎡ 규모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어구

건조장,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시설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창후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이 완료되면 어

업활동이 개선되어 관광객들에게는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양~강화 고속도로’

의 조속한 추진과 ‘48번 국도

(마송~강화) 확장’ 및 ‘영종~

강화간 연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

로 국가균형발전, 국가안보,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

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이중삼중 족쇄 규제로 비수도권 지역

보다 지역발전이 뒤쳐지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제가 새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강화 풍물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정과_유천호	군수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전총괄과	-	중대재해법

사업	전 사업	후

강화군, ‘중대재해’ 대응 예방대책 추진
유해·위험요인 사전확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강화군	방문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매립부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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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57억 6천만 원을 편

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으며, 군의 의견을 담은 공식문서를 지난달 19일

과 26일 인천시에 전달해 시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 이행, 공익수당 확대, 재

원분담 등 군·구와 사전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와 군구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한다면 군은 즉시 임시회 개최를 요

구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수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언제나 농어업인은 물론 

강화군민들의 이익을 위해 군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4일 입장문을 발표해 절차를 준수한 농어

업인 공익수당을 환영하며, 인천시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군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공익수당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57억 6천만 원의 예산(안)을 마

련해 공익수당 확대와 재원부담 협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예산(안)은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확정된다. 

군은 “인천시와 공익수당 확대 및 재원부담에 조한 조정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연 12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 일부 언론과 정치인 

등은 강화군이 반대해 공익수당이 무산된 것으로 중상모략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농어업인 전국 최고 대우 받아야”

강화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57억 6천만 원 추경 반영한다
인천시에 공익수당 확대 및 재원부담 협의 촉구

농업인단체

농어업인	입장문	발표

인천광역시는 인천농업을 선도할 미래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2022년 인천농

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농업대학」은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진행되

는 강의시간 100시간의 장기 전문교육으로 2020년 신소득포도학과를 시작으로 

2021년 청년농업학과, 신소득과수학과를 운영해 7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친환경농업학과는 ‘인천환경특별시’선포에 발맞춰 유기농업, 자연순환농법, 

친환경병충해관리 등 친환경농업 실천 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소득과수학과는 

농산물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샤인머스캣포도, 사과, 핵과류, 아열대과수 

등 신품종 중심의 고품질 과수생산기술과 농업마케팅 전략 등 과수전문 경영인

을 양성한다. 

올해는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친환경농업학과와 신소득과수학과를 운영하

며, 농업과 6차 산업의 이해, 농작업 재해 관리, 토양학 등을 필수 과목으로 진행

한다. 

교육기간은 3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 1회(100시간), 모집인원은 친환경

농업학과 35명, 신소득과수학과 35명으로 영농종사, 교육이수실적, 영농기간 등

을 심사해 선발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고의 농업전문교육의 인천농업대학 

운영을 통해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농업기술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신청기간 -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학원서 및 증빙서류를 인터넷 또는 방문해 신청

문의 - 인재육성팀(☎032-440-6911~2)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행사

게시판(www.incheon.go.kr/agro)

인천시,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친환경농업학과·신소득과수학과 70명 모집, 2월 1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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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세 자영업자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

인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간호직 공무원 49명 조기 채용
당초 필기시험보다 두 달 앞당겨 4월 30일 시행, 6월 이전 현장 배치

코로나19로 영업 손실 피해 입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위해
2.7.~ 4.8.까지 신청(휴·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

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인천시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 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

별지원금을 지원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

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고,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간호직 신규 공무원을 현장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라면

서,“엄격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

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형 기자

접수기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정안내: 인천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http://gosi.incheon.go.kr)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선발인원) 간호8급 49명 / 인천시·8개구 47명, 강화군 2명

  ● (시험방법) 1·2차 필기시험(병합) → 3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21.(월) 09:00 

~ 2.25.(금)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 : 

2.28.(월) 24:00까지]

필기시험 4.20.(수) 4.30.(토) 5.13.(금)

면접시험 5.13.(금)
5.23.(월) 

~ 5.31.(화)
6.10.(금)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조기 채용을 위해 간호직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기시험, 면접 등 시험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6월 중

에는 현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간호직 채용시험은 9급 공채시험일인 6월 18일 실시할 예정이

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 등을 고려

해 전국 15개 시·도가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직렬에 앞서 간호8급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가 있어

야 하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었

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군은 강화군의 거주지 요건을 따른다. 한편, 간호직을 제

외한 타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을 비롯한 2022년도 시험 시행계획은 2

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인력의 격무를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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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급 안내
지급대상 인천 소재에 사업장 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2021.12.31. 이전 사업자등록자)

지급내용 1업체당 25만원

지급방식 현금 계좌입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 2. 7.(월) ~ 2022. 4.  8.(금) 09시~18시

 * 2. 7. ~ 2. 11.(5일간)/요일제 신청

신청일 월(2. 7.) 화(2. 8.) 수(2. 9.) 목(2. 10.) 금(2. 11.)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현장 신청: 2022. 2. 21.(월) ~ 2022. 4. 8.(금) 09시~18시

 * 2. 7. ~ 2. 11.(5일간)/요일제 신청(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일 월(2. 21.) 화(2. 22.) 수(2. 23.) 목(2. 24.) 금(2. 25.)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방법 본인 직접신청 원칙(대리신청은 위임장 및 증빙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현장 신청: 신분증 지참하여 동 군·구 접수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시, 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콜 센 터 미추홀 콜센터 ☎120, 군·구 접수센터(별첨)

군·구 
접수센터

기관명 부서 연락처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7292 부평구 경제지원과 459-4451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383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5524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880-4398 서구 경제에너지과 560-3385
연수구 경제지원과 749-7805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2
남동구 생활경제과 719-1900 옹진군 경제교통과 899-2514



인천시, 고속도로 7개 노선 추가로 교통 혼잡도 크게 낮춘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2경인선 확장 사업 반영
총 7개 사업에 7조 6,740억 투입해 총연장 116.7㎞ 확충, 혼잡도 크게 개선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 28일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

획」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제2경인선 확장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현재 총 7개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의 광역도로망은 남북3축(영종~강화 평화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과 동서5축(제3경인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4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국제공항고속도

로)의 격자망으로 구축돼 있거나 계획돼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및 제2

경인고속도로는 상습정체 구간으로 도로용량 확대가 필요한 도로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신월IC에서 서인천IC를 지나 남청라IC까지 연장 19.3km, 폭 4차로

를 지하도로(전차종 터널)로 건설하게 된다. 

총 2조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하도로가 건설되면 남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7㎞ 구간을 17분

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제2경인선 확장 사업은 총 6,270억 원을 

투입해 문학IC에서 석수IC까지 연장 20.1㎞의 제2경인고속도로 폭을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이번에 2개 사업이 추가되면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수

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영동선 확장(소래IC 건

설), 남동IC 개선사업,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 기존에 추진 

중인 5개 사업까지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고속도로 건설사

업은 총 7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사업의 총연장은 116.7

㎞에 이르며, 총사업비도 7조 6,740억 원에 달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계양구 상야동부터 강화군 강화

읍까지 잇는 사업(연장 31.5㎞, 폭 4~6차로, 사업비 2조 

5,786억 원)으로 현재 타당성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

해 안에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

진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까지 단절

된 구간을 잇는 사업(연장 19.8㎞, 폭 4차로, 사업비 1조 6,889억 원)

으로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영동선 확장(소래IC 건설)은 영동고속도로 월곶에서 서창까지 연장 

6.9㎞의 폭을 기존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면서 청능대로와 영동

선을 연결하는 소래IC를 건설하는 사업(연장 1.2㎞, 폭 1차로, 사업비 

475억 원)으로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남동IC 개선사업은 올해 1

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서창~김포 고속도로는 

서창JCT에서 김포TG까지 잇는 사업(연장 18.27㎞, 폭 4~6차로, 사

업비 7,176억 원)으로 2023년 착공해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가 모두 완공되면 인천의 도

로 용량이 크게 확대돼 사통팔달 광역간선도로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선 시 도로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에게 교통 혼잡도가 크게 낮아진 원활한 흐름의 쾌적한 도로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형 기자

인천도로망구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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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소상공인 지원한다
2022년 인천시 소상공인지원사업, 14개 사업, 총 20억 6천만 원 규모치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0억 6천만 원 규모의 ‘2022년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진입-성장-안정-재도전) 맞춤형 지원과 골목상권 및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했으며, 2월 중 인천시 소상공

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

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진입단계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교육사업’, ‘소상공인 성공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청년의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코

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상인들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우수상권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우리마을 상인회 조직화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

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는 2월 말 부터 시작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방문신청)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032-715-4045~8)

- (온라인신청) 인천소상공인금융복지 지원센터 홈페이지 

힘내요 소상공인!

함께해요 우리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각종 개발사업과 유입인구 급증으로 인구 50만

명을 넘어80만 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에 따른 교통수요의 광역화와 함께 특히 출근시간 대 서

울, 인천, 고양 방향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4통8달의 격자형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21.7월 정부가 확정한 2040 기본계획, 2030(2025) 시행

계획을 적기에 건설하고자 사전타당성 조사 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

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은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2021~2025)” 확정으로 김포시의 도로·철도·환승시설 등 다양한 광

역교통시설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됐으며, 사업비는 무려 8조여원

대에 달하며 인구 80만 시대에 맞추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총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격자형 광역철도망 및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를 통한 출퇴근 혼잡율 정상화 ▲신곡사거리~개화

역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운양환승센터 건립 및 주차공간 확충 ▲공공마

을버스 운영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로 시민 서비스 중심의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교통정책 추진에 온 행정력을 펴 나가고 있다.    - 권주형 기자

구분 사 업 명 사 업 규 모

광역
철도

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21.1km (22,475억)

②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인천서구
~고양일산서구

18.5km (17,502억)

③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화역~검단~김포 추가검토사업

광역
도로

④ ▶지방도 356호선 확장 양촌~대곶초지대교
3.45km/4→6차로
(566억)

⑤ ▶장제로 확장
유현사거리
~인혜학교사거리

2.2km/4→6차로 
(370억)

⑥ ▶계양~강화고속도로 인천계양~김포~강화
31.5km/4~6차로 
(25,786억)

⑦ ▶검단지구 광역도로
검단~드림로
~국도39호선

6.08km/4~6차로 
(2,292억)

⑧
▶인천서구 거첨도
 ~약암리

거첨도~약암리 6.4km/4차로 (465억)

⑨ ▶검단~대곡
인천서구대곡동
~김포마산동

3.04km/2차로 
(548억)

⑩
▶국지도 78호선
 (하성~운양) 확장

하성면전류리
~운양동용화사IC

4.2km/2→4차로 
(347억)

광역
BRT

⑪
▶올림픽대로 광역BRT
 (서부BTX)

행주대교~당산역 10.0km (496억)

환승
센터

⑫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복합 10,612㎡ (1,700억)

공영
차고지

⑬
▶김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20,657㎡/135면 
(59억)

긴급	안전점검	실시 김포복지재단	사랑의	온도탑 제1호	나눔의	거리,	설맞이	희망을	나누다!

Photo NEWS 현·장·행·정

김포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앞당긴다
2021년! 국가망 2040 기본계획·2030 시행계획 확정… 8조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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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운양환승센터	조감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7일 일제침략기 강화지역 의병으로 활동

한 기록이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천호 군수와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이태룡 인

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및 직원, 관계공무원 등 총7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연구용역은 일제강점기 강화도에서 일본 군경과 의병투쟁을 

벌인 미포상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포상토록하기 위해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와 산학협력을 통해 추진

하게 됐다. 군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미포상 독립유공자 30명을 발굴하

여 국가보훈처에 포상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에서 의병 공적포상을 시작한 1962년 이래 지금까지 강화 

출신은 8명에 불과했으나 그 3배가 넘는 유공자를 발굴한 것으로 그 의

미가 매우 크다. 또한 군은 기존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행

적을 정리하여 강화의병활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라를 위해 희

생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린다는 계획이다. 

주요 독립유공자 발굴한 내용으로는 강화출신 이능권(李能權) 의병부

대의 참모 김추옥(金秋玉), 김용기(金龍基) 의병부대의 금찰장(禁察長) 고

재환(高在煥) 등이 있다. 이외에도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이끌고 의병투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연구소장 이태

룡)와 함께 일제침략기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30명을 발굴했다.

군은 지난 7일 독립유공자 발굴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일제강

점기 강화도에서 일본 군경과 의병투쟁을 벌인 미포상 독립유공자를 국

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한 미포상 독립유공자는 ▲강화출신 이능권(李能權) 의병

부대의 참모 김추옥(金秋玉), ▲김용기(金龍基) 의병부대의 금찰장(禁察

長) 고재환(高在煥) 등이 있다. 이외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이끌고 의병투

쟁을 벌인 의병장·의병을 발굴했다.

이는 정부가 의병 공적포상을 시작한 1962년 이래 현재까지 강화 출

인천광역시는 4일,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입

춘을 맞아 전통한옥인 양진당 대문에 입춘방 붙

이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예부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이 되면 복을 기원하는 글을 

써 대문이나 기둥, 천장에 붙였는데 이것을‘입춘

방(立春榜)’이라고 한다. 

입춘방은 대개‘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

陽多慶)’을 쓰며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

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쟁을 벌인 의병장·의병이 다수 발굴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강화군은 3.1운동 발상지 복원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해누리공원 무료 안장 등을 통

해 전국최고 수준의 국가유공자 예우와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더욱 

존중받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병 포상자는 8명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그 3배가 넘는 유공자를 발

굴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의 의병과 3·1독립만세의거, 반제국주의 투쟁 

등에 많은 분들이 순국하거나 투옥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다”며 “미포상 독립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도 행적을 정리해 강화의병활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1운동 발상지 복원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보훈묘역 해누리공원 조성 등으로 전국 최

고 수준의 국가유공자 예우와 애국정신을 높여나가고 있다. 

입춘방이 붙은 양진당은 월미공원 한국전통정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전통정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정원양식을 재현해 월미공원 내에 조성된 

곳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

고, 다양한 전통체험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김천기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코로나 장

기화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봄이 찾아오는 월미공

원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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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독립유공자 발굴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강화군, 일제침략기 미포상 지역 독립유공자 30명 발굴
국가보훈처 등록 및 포상 신청

봄의 시작과 함께 복을 기원 하세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강화군	독립유공자	발굴	학술연구용역	보고회

월미공원	전통정원	양진당에	입춘당	붙이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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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立春榜입춘방

미술관 창볕

茶香滿堂다향만당 찻잔이 

옹기종기

바투 와

봄은,

더 바투

 연탄난로 손등을 녹여

팔각처마 고드름 풀려야

  창밖 목련가지

  墨香묵향이

  흥건히 터져

설 명절이 끝나자 곧 立春입춘입니다. 하지만 “春來不似春춘래불사

춘 봄은 닥쳤지만 여전히 겨울의 小寒소한 · 大寒대한 추위에 못 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올해 추위가 지속적으로 이

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의 특징인 三寒四溫삼한사온을 무색케 했

습니다. 더군다나 설 명절 아침에는 하얗게 눈이 덮혀 깊은 겨울을 

연상케 했습니다.  

‘설날’은 ‘愼日신일’에서 淵源연원한다는 데요, ‘삼가 하는 날’ 즉 

‘(몸을)사리다’의 ‘살‘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설빔

을 곱게 단장하고 새날을 맞이하는 날이니, 輕擧妄動경거망동할 수 

없는 날이고, 함부로 나댈 수도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民家민가나 宮中궁중에서는 섣달그믐에는 儺禮儀式나례의식을 행했

다 합니다. 일종의 푸닥거리입니다만 묵은 잡귀를 몰아내는 행위였

던 것입니다. 묵은 잡귀를 몰아내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니 더더욱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경건하게 마치 1년 만에 맞이하는 큰 손님, 또

는 집안의 어른들을 뵙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

리 할머니께서는 “한 살 더 먹은 게 참아야지, 한 살 더 먹었으니 점

잖아져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한 살 더 먹는다. 떡국을 

한 그릇의 의미는 그만큼 인간으로 성숙 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됩

니다.

이런 마음이 연계되어 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봄은 곧 우리 농가

에서는 농사를 준비하는 계기입니다. 農政농정은 나라님의 일이고, 

농사는 농부 자신의 소임입니다. 소위 일 년 계획 중 봄에는 논, 밭

갈이하고 씨 뿌리는 일을 살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해

서 우리 속담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씨앗을 베개 삼는다”고 한 것

입니다. 씨앗은 곧 한 농가의 1년 생계이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로 여

의치 못해 씨앗마저도 양식으로 삼았다면,,, 해서 孟子맹자의 말을 

빌리자면, 

“春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춘성경이보부족, 추성염이조불

급) 봄에는 논밭을 가는 것을 살펴 충분치 않은 것을 보조하며, 가을

에는 거두는 것을 살펴서 넉넉지 못한 것을 도와준다.” (『孟子맹자』 

「梁惠王下양혜왕하 4 · 告子下고지하」 7)

이는 곧 나라님의 農政농정에 해당하는 일일 겁니다. 씨앗을 마련

해서 파종케 해주고, 춘궁기의 굶주림 모면케 해주고, 거름이나 농기

구에 지원해서 농사일에 걱정 없도록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맹자의 貴民輕君귀민경군에 입각한 民本思想입니다. 이른바 백성

이 오직 귀하고 임금의 직을 가벼이 여긴다는 王道政治왕도장치의 

根幹근간인 것입니다. 王道왕도란 봄날의 햇살 같은 임금님의 따뜻

한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春춘’ 자는 봄의 햇볕이 땅 밑으로 스며, 씨앗이 발아해서 땅위로 

치솟는 새싹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즉 ‘날일 日’과 ‘싹철 屮’, ‘풀초 

艸’, ‘풀훼 卉’의 會意회의 합체자입니다. 동지로부터 입춘까지 40

여 일이 지났으니 낮 길이도 아마 3~40분은 길어졌을 겁니다. 새싹

의 힘은 우리 사람이 20킬로그램을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어린 생명의 위대함에 자연 숙연해지는 순간입니다. 낮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면 새싹을 무성해질 것이고, 꽃과 함께 열매 맺게 되는 것

입니다. 

立春입춘에 매년 쓰는 것이 ‘立春榜입춘방’입니다. 굳이 서예가, 서

예인이 아닐지라도 잡히는 대로 필기구를 이용해 누구나 쓸 수 있

는 것입니다. 대문에 양쪽으로 붙이는 문구가 바로 “立春大吉입춘대

길 建陽多慶건양다경” 입춘이 되었으니 크게 吉할 것이요, 陽氣양기

가 돋우니 좋은 일만 많을 지어라.” 꽁꽁 얼어버린 겨울 추위를 이겨

냈으니 앞으로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 봄에서 모든 행로가 순탄하게 

이어질 것이고, 햇볕의 도움을 받아 농부가 부지런히 쟁기질하고 씨 

뿌리면, 결국엔 탄탄한 결실의 경사만이 남는다는 뜻이 될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폐관이 됐지만 심은 미술관의 관장인 심은 전정우 

선생님께서는 매년 이즈음에 입춘방을 써서, 미술관 현관이나 서실 

입구에 붙여 봄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墨香묵향의 濃淡농담이 어찌나 흥건한지 단박에 물 풍선처럼 물컹 

터져버려, 창밖의 목련가지, 꽃망울이 활짝 벙그러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면 정월 대보름 오곡의 고봉밥 위에 떠오르는 보름달은 풍요

의 상징입니다. 

추억의 쥐불놀이,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雨水우수에 驚蟄경칩 곧 

다가옵니다. 봄볕의 기운은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는 무한한 에너지

요, “農者天下之大本也농자천하지대본야” 

春省춘성의 大作대작인 것입니다.  

고 수 진
강화향교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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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면	-	대리운전	나눔

양도면	-	주민	성금기탁

복지정책과	-	기탁식 6.25참전유공자강화청소년유격대	기념사업회	성금	기탁식

선원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주평통	가탁식

길상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

강화군노인복지관 강화군	쌀작목회	이웃돕기	물품	기탁식 길상면	-	의용소방대	방역

송해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

양도면_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물	전달

길상면	-	이장단	이웃돕기

양도면	-	정기기부	기탁식

양도면_이웃사랑	성금	기탁-	

교동면_농가주부모임	물품기탁

복지정책과	-	기탁식

이웃과 훈훈한
정&사랑을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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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2022년 과제지원센터 겨울방학 특강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변호사, 생활 법률교육」운영

선원씽크대공장
씽크대·붙박이장·각종 장식장 상담 A/S보장

대표 송 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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