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월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 2021년 7월 반상회 개요 】

※ 코로나19 확산 방지 집합 반상회 지양 및 사이버 반상회 적극 활용
구 의제 (41건)
(필수홍보) - 9건

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안내

건강증진과

⑱ 코로나19 백신 7월 예방접종 시행 안내

안전총괄과

⑲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안전총괄과

⑳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안전총괄과

㉑ 코로나19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도입

안전총괄과

㉒ 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시행

안전총괄과

㉓ 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안전총괄과

㉔ 풍수해 보험

안전총괄과

㉕ 무더위쉼터 운영 안내

안전총괄과

①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무인택배함 신규 설치 안내

여성가족과

㉖ 풍수해(호우 및 태풍) 대비 요령

안전총괄과

② 2021 결혼이민자 일자리연계 취업훈련교육 안내

여성가족과

㉗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도

안전총괄과

③ 2021 결혼이민자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여성가족과

㉘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안전총괄과

④ 2021년 제2차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경제지원과

㉙ 「안심in」앱 서비스

안전총괄과

⑤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안내

교통행정과

㉚ 2021년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안내

안전총괄과

⑥ 8월 주민세(사업소분) 개편 사항 안내

세무2과

시 의제 (14건)

⑦ 배달e음에서 주문하시고 캐시백 적립 받으세요

경제지원과

⑧ 2021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모집안내

사회보장과

① 7월은 정기분 재산세, 8월은 주민세납부의 달

지방세정책담당관

⑨ 문화두레 시민회 회원 모집 안내

문화관광과

②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안내

농축산유통과

③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아동학대 예방 홍보)

아동청소년과

(일반홍보) - 30건

④ 청년, 코로나 우울 극복 ! 인천시가 함께합니다.

건강증진과

①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

여성가족과

⑤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건강증진과

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과

⑥ 인천시, 아동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치과주치의가 있다.

건강증진과

③ 공중화장실 및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 사업 안내

여성가족과

⑦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④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안내

여성가족과

⑧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안내

대기보전과

⑤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및 면제기준 안내

교통행정과

⑨ (소중한 내 재산을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이 최선입니다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⑩ 이제 찾지 말고 정부24 접속(ON)하세요

⑥ 시민안전보험 대중교통 전세버스 관련 안내
⑦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치매정신건강과

⑧ 2021년 08월 구민 컴퓨터교육 안내

홍보담당관

⑨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시행

건축과

⑩ 2021년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사업 안내

건축과

⑪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문화콘텐츠과

⑪ 2021년 소규모수도시설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안내
⑫ 여성복지관 2021년도 제3기 여성사회 교육 수강생 모집
⑬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및 분관 8월 문화행사
⑭ 인천시립박물관 7월 전시 및 교육

혁신과
상수도사업본부
여성복지관
미추홀도서관
인천시립박물관

하나로민원과

⑫ 『희망Ⅰ, 청년희망키움통장』제7차 모집안내

사회보장과

⑬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제3차 모집안내

사회보장과

⑭ 하하골마을 집수리지원 시범사업 안내

도시개발과

⑮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안내

도시개발과

⑯ 국가 암검진 사업 안내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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