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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의회와 함께

특별한 인천을 위해

인천특별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현장 중심,

열린 의회로 출범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속 성장하는 새로운 인천을

협치의 가치를 되새기겠습니다.

위해 또 한 번 달리겠습니다.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About Incheon

인천의 경쟁력

새 땅, 새 바다, 새 하늘
새로운 인천

역사적 가치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땅, 그 너비와 깊이만큼이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넘실대는 바다,
우리를 더 큰 무대로 이끄는 드넓은 하늘까지. 인천은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 하늘이 품은 최초의 역사와 최고의 성과들은 인천과 대한민국의 눈부신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자,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땅, 바다, 하늘에서 성장, 가능성, 미래로. 인천은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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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땅, 새로운 성장
인천의 땅은 성장입니다.
그 옛날 문학산 자락에 터를 잡은 미추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천 땅은 역동적으로
진화하며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인천
원도심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한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도심 곳곳에 자리한 문화적,
역 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들이 도시의 매력을
드 높이 고 있 습 니 다 . 여기에, 드넓은 바다를
메워 탄생시킨 새로운 미래 도시, 인천경제
자유구역(IFEZ)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
력으로 주목받으며 세계 속 인천의 자부심이 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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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쟁력

새 바다, 새로운 가능성
인천의 바다는 가능성입니다.
아름다운 서쪽 바다를 수놓은 168개의 크고 작은 섬은 시민 삶의 터전이자, 인천을 국내
대표 관광 도시로 성장시키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한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의 발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항, 전 세계
를 오가는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인천신항을 통해 글로벌 해양 도시라는 인천의
눈부신 비전이 조금씩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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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하늘, 새로운 미래
인천의 하늘은 미래입니다.
그 중심에 세계 최고 공항으로 인정받는 인천국제공항이 있
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주변을 개발하는 에어
시티 사업과 초대형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세계
각국 방문객들의 발길을 인천으로 향하게 합니다. 인천대교
를 통한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와의 뛰어난 접근성
은 인천이 미래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
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항공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추진하는
등 항공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다

인천광역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입니다. 늘 가장

모두가 부러워 할 새로운 인천의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귀 기울이고 진심을 다하며 발로 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다 나은 인천의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Greeting

의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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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게,
그리고
끊임없이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특별시대를 향한 돛을 올리고
또 한 번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항해의 끝에서, 우리는 소통과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문턱을 조금 더 낮추고,
시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교감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명확한 좌표도 설정했습니다.
공정과 투명, 현장과 협치라는 3가지 의정 목표입니다.

더 낮은 자세, 그리고 끊임없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소통으로 특별한 인천과

한 단계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혜롭고

함께, 특별한 시민 여러분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인천은 유의미한 역사와 다채로운 경쟁력을 지닌 특별한 도시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인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은 특별한 시민입니다.
인천특별시대는 시와 의회, 그리고 300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눈부신 내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진정한 인천특별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특별한 인천과 함께, 특별한 시민 여러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032-440-6001
y-h1123@hanmail.net

이용범

About Council

의회 소개

300만
시민을 위한
37명의
봉사자

의회의 구성

300만 인천 시민들의 뜻이 모여 선출된 37명 의원들이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
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로 출발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현장 중심 의정과 협치를 실
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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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

시민 삶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활동,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
진 예산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재정 활동, 발로 뛰는 현장 중
심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인천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 활동.
인천광역시의회가 행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입법 : 조례 발의와 제정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입법 활동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역할입니다.
조례는 의원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고,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한 해에도 수백 건의 조례를 새로 만들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이유는, 오직 시
민 행복 실현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
는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 예산안 심의와 결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을 위해 시민을 대표해 인천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점검합
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한 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꼭 필요한 곳에 적
정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최종 결정합니다. 예산안은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
사를 거쳐 회계연도 15일전까지 본회의에서 심의·확정합니다.
견제 : 정책에 대한 감시·감독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상시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시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살핍니다. 부당한 행정, 시민 불만 사안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 활동을 펼칩니다. 의회가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과 12월 개회하는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열립니다. 상시적으로는 현장 곳곳을 찾아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 활동을 진행합니다.

About Council

의회 소개

시민과
인천을 위해
달리는 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지향점은 뚜렷합니다. 시민 행복 실현과 인천의 성장과 발전

14

지원입니다. 그 중심에는 현장 의정 활동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과 맞
닿아 있는 현장 곳곳을 누비고 소통하며, 이를 통한 생활 정책 수립과 지역 현안 해결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다채로운 외교 활동을 통해 인천의 현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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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의회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각종 현안 문제 해결
을 위한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역 발전에 힘쓰는 의원들
의 지속적인 연구 노력을 위해 정기적인 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단체와 정책협
의체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의회
인천광역시의회의 모든 의정 활동은 현장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의회 전체는 물론, 상임
위원회와 각 의원들이 시민 삶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속 의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선진 지역 의회와의 협력과
교류 확대, 인천 현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을 위한 활발한 외교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는 미국과 중국, 태국 등 전
세계 8개국, 12개 주요 도시(의회)와 우호 교류
의향 및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Special Council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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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각각의 상임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감시, 감독과 예산 승인, 조례 제정, 청원 등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며,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된 사안들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
기획행정위원회 : 인천시 전반에 대한 기획, 행정, 재정, 인사, 소방, 안전에 관련된 사안
문화복지위원회 : 사회 복지, 문화, 관광, 체육, 의료 분야에 관한 모든 사안
산업경제위원회 : 경제자유구역, 상수도, 경제, 환경에 관한 사안
건설교통위원회 : 도시 계획, 대중교통 등 건설과 교통에 관련된 모든 사안
교육위원회 : 초·중등 및 평생교육 등 교육과 학예에 관련된 모든 사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활동의 중심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야별 6개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지역 현안
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업무를 처리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
원들은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특별위원회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
행부의 1년 활동을 견제·감시합니
다. 특히, 소관 기관이 펼치는 각종
행위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인
지를 면밀히 분석해 잘잘못을 따지
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특정 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의 계획 및 사용된 예산에 관한 결산 심사
-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윤리특별위원회
- 지위 남용 등 의원 윤리에 저촉되는 사안과 징계 관련 사안 심사
※ 특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구성되는 2개 법정 특별위원회와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Spe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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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회 운영의
윤활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노태손

조광휘

조선희

032-440-6020
notee2002@hanmail.net
(부평구 제2선거구)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합니다. 의회 운
영에 관련된 각종 조례와 규칙, 예산안 등을

032-440-6051
jgh2065@naver.com
(중구 제2선거구)

032-440-6077
josun70@naver.com
(비례대표)

의원

의원

의원

김성준

남궁형

박성민

032-440-6042
dahun108@hanmail.net
(미추홀구 제1선거구)

032-440-6033
namlider12@hanmail.net
(동구)

032-440-6062
psmlkh@naver.com
(계양구 제4선거구)

심사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사무처의 업무를 살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간 소통과 조정 역할도 의회운

의원

의원

의원

영위원회의 몫입니다. 이처럼, 의회운영위원

서정호

손민호

유세움

회는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인 의회가 원
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032-440-6073
jh94007@hanmail.net
(연수구 제2선거구)

032-440-6032
minhoson@daum.net
(계양구 제1선거구)

하지 못하면 의회 운영이 원활할 수 없기에,
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무에 충실하
고 있습니다.

의원

의원

윤재상

백종빈

032-440-6052
jaesang819@naver.com
(강화군)

032-440-6061
jb100b1@naver.com
(옹진군)

032-440-6043
seum@seum.or.kr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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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섬기는
정책 보안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병래

남궁형

032-440-6021
Lbsd90@hanmail.net
(남동구 제5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의 비전 수립과 재
정 운영,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소통 등
핵심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확인합니

032-440-6033
namlider12@hanmail.net
(동구)

부위원장

의원

손민호

김준식

032-440-6032
minhoson@daum.net
(계양구 제1선거구)

032-440-6034
01192849069@hanmail.net
(연수구 제4선거구)

다. 우리 삶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이 없기에 기획행정 위원들은 더 큰 사명감
을 갖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
히,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 정
책을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이
나 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보다 시정 전

의원

의원

노태손

민경서

032-440-6020
notee2002@hanmail.net
(부평구 제2선거구)

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추
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종합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의원

조성혜
032-440-6030
gender40@hanmail.net
(비례대표)

032-440-6036
mkskee@gmail.com
(미추홀구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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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도시는 풍요롭게
삶은 윤택하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박종혁

김성준

032-440-6022
hjp1217@naver.com
(부평구 제6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는 관광과 문화, 예술,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
으로 와 닿는 생활 밀착형 분야에 대한 시정

032-440-6042
dahun108@hanmail.net
(미추홀구 제1선거구)

부위원장

의원

유세움

김국환

032-440-6043
seum@seum.or.kr
(비례대표)

032-440-6040
sos423@hanmail.net
(연수구 제3선거구)

을 점검합니다. 그런 만큼, 소속 위원들은 시
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사명감 아래, 많은 시
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소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가치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
른 정립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168

의원

의원

박인동

이용선

032-440-6041
nispark12@naver.com
(남동구 제3선거구)

개의 섬 등 인천의 관광 콘텐츠 상품화를 도
모하는 등 인천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의원

전재운
032-440-6044
jju0802@empal.com
(서구 제2선거구)

032-440-6045
lys6999@naver.com
(부평구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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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로
시민 생활 안정,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김희철

조광휘

032-440-6023
khc941@gmail.com
(연수구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의 경제, 물류, 첨단
산업을 비롯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수
도, 농업, 에너지 분야의 정책과 현안들을 책

032-440-6051
jgh2065@naver.com
(중구 제2선거구)

부위원장

의원

윤재상

강원모

032-440-6052
jaesang819@naver.comt
(강화군)

032-440-6055
yuanmo@naver.com
(남동구 제4선거구)

임집니다. 특히, 송도와 영종, 청라로 구성되
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조성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폭넓은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한 동북아 물류 거

의원

의원

김병기

김종득

032-440-6055
sicarseven@naver.com
(부평구 제4선거구)

점으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시민을 위해 일합니다.

의원

임동주
032-440-6056
dongbang2018@naver.com
(서구 제4선거구)

032-440-6053
kkd590@hanmail.net
(계양구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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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희망을 짓고
꿈과 함께 달리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김종인

백종빈

032-440-6024
ddmk8598@naver.com
(서구 제3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의 주거 환경과 교통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

032-440-6061
jb100b1@naver.com
(옹진군)

부위원장

의원

박성민

고존수

032-440-6062
psmlkh@naver.com
(계양구 제4선거구)

032-440-6063
joss2000@naver.com
(남동구 제2선거구)

다. 이를 위해 주민 불편 발생 현장 및 건설
현장 등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귀로 듣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
로 불편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합니다. 300만 인천 시민들에게 더욱 안
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선

의원

의원

박정숙

신은호

032-440-6064
p35333@hanmail.net
(비례대표)

032-440-6065
ekdtjs2014@hanmail.net
(부평구 제1선거구)

물하기 위한 건설교통위원회의 노력은 인
천을 대한민국 국가대표 도시로 성장시
키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의원

안병배

정창규

032-440-6003
anbb0601@hanmail.net
(중구 제1선거구)

032-440-6067
jiro0955@naver.com
(미추홀구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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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백년대계,
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김강래

서정호

032-440-6025
smch4@hanmail.net
(미추홀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인천을 넘어 대한
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입니다.
교육청과 교육청 소속 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032-440-6073
jh94007@hanmail.net
(연수구 제2선거구)

부위원장

의원

조선희

김성수

032-440-6077
josun70@naver.com
(비례대표)

032-440-6074
anoldsm5@hanmail.net
(남동구 제6선거구)

모든 사항을 책임지는 교육위원회는 교육 현
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방문
을 통한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의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해 현안과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인천

의원

의원

김진규

이오상

032-440-6002
inaive2003@hanmail.net
(서구 제1선거구)

지역 교육 환경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인천의 학생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습

의원

니다.

임지훈
032-440-6075
vjh4800@naver.com
(부평구 제5선거구)

032-440-6076
gumsil74@hanmail.net
(남동구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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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인천광역시의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 자
유롭게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회의를 지켜보며 주요 정
책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확

청원·진정

회의 방청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 또는 개선

회의 방청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정해진 규모 내

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에서 방청권이 배부됩니다. 본회의는 의장이,

제도이며, 진정은 청원과 달리 의원 소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회의장 규모와

없이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방청인의 수를 결정합니다.

문의 032-440-6154 / www.icouncil.go.kr

* 일부 회의는 방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문의 032-440-6375

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는 의정 아카데미, 시
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의회 청사 등 인천광역시의회는
늘 ‘시민’과 소통합니다.

홈페이지

스마트 의회

의정 활동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의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모바일 웹사이트 운영으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의회 활동과 의원 정보, 정책 자료 등
다양한 의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icouncil.go.kr

인천광역시의회 모바일 웹
스마트폰에서 www.icouncil.go.kr 접속
인천의회저널 웹진 journal.icouncil.go.kr

인천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tv.icouncil.go.kr

의회 견학

의정 아카데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의회의

청소년 의정 교실과 시민 의정 교실, 본회의

각종 시설물과 전시물을 둘러보며 의회의

체험 교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의회에 대해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

쉽고 편하게 알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032-440-6135

문의 032-440-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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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지역 현안에 대해 해당 전문

공청회·간담회

가와 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
게 수렴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공감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 개선, 시책 아

화합

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열린
의회

소통
의정 모니터

시민의 소중하고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시

경청
시민의 소리

온라인을 통한 시민

이디어 제안 등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의 의견 청취와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해

의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

의회 홈페이지 내 ‘시민의 소리’, ‘시민

된 의견은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조례나 정

참여’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시정에 반영됩니다.

Wit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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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무처

든든한 지원군, 의회사무처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조직과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사무
처는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과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무처장

440-6100

총무
담당관

총무담당 : 440-6111
관리담당 : 440-6121

입법정책
담당관

440-6105

홍보담당 : 440-6131

440-6107

의사
담당관

440-6106

비서실 : 440-6011

의사담당 : 440-6141
의안담당 : 440-6151

전문
위원실

기록담당 : 440-6190

총무담당관 : 시의회 인사, 총무, 예산, 홍보, 시설운영관리
의사담당관 : 의회 회계운영계획 및 의사 일정수립, 정례회 임시회 등 의사 진행, 청원·진정 업무
입법정책담당관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지원, 의원요구과제처리, 의원 입법관련 자료조사, 예산정책 수집 및 조사·분석
전문위원실 : 조례안, 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과 검토분석 등

입법정책담당관 : 440-6160
예산정책분석담당 : 440-6165
법제지원1담당 : 440-6170
법제지원2담당 : 440-6180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 440-6200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440-6210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440-6220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440-6230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440-6240
교육수석전문위원 : 440-6260

시민을 위하는 길
행복을 더하는 일

여기, 특별함으로 가득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든 곳이자,
밝은 미래로 가는 출발점이며, 더 넓은 세계와 만나는 교두보입니다.
하지만, 진정 인천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300만 시민 여러분에 있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뛰는 여덟 번째 길을 나선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에, 또 시민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www.icounci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