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2021년도 20대 주요 시정성과
  아산시 인구 35만명 돌파, 50만 자족도시 향한 전진

❍ 다양한 신규투자 유치와 50만명이 살아도 넉넉한 자족도시 성장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교통망 확보, 도시환경 개선 등 중점 추진 중

 코로나 위기 속 역대 최다 41社, 1조 2,491억원 투자 유치 

❍ 전년도 역대 최다 기업투자 유치 실적 (‘20년 21개 社, 6228억 원)의 2배 

 전국 최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등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 감염병 종합관리센터 건립(‘21. 3)

❍ 전국 최초 AI 활용 백신접종자 이상 반응 모니터링 업무협약 체결(‘21. 4)

 아산의 센트럴파크, 도심속 힐링공간 아산문화공원 착공 

❍ 곡교천~은행나무길~현충사까지 연결하는 곡교천 르네상스 시대 개막

 2022년도 정부예산 역대 최대 1조 4,062억 확보  

 ❍ 경찰병원 분원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포함 등 현안사업 추진동력 

 아산페이, 역대 최대 1,884억 발행, 1,588억 판매

❍‘19년 5억원 발행 규모 → ’21년 현재 가맹점 9,442개 확보

 친환경 자동차의 요람이자, 미래차 산업의 중심 허브로 도약

 ❍ 현대모비스 400억,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 ㈜아산성우하이텍 720억 

투자, 한국자동차연구원 차량용 반도체 및 자율주행 R&D센터 유치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7년 4등급에서 외부청렴도 8.65점(2등급),

내부청렴도 7.77점(2등급), 종합청렴도 8.40(2등급)으로 상승

 충남최초‘청년정책 우수 지자체, 충남 1호 청년 친화도시’선정

❍ 청년아지트 「나와YOU」2호 배방점 개소 (’21. 9.)

 ❍ ‘21년 지자체 청년정책 각종 경진대회에서 7관왕 달성

 아산의 5번째 수도권 전철 탕정역 개통

 22년 1월부터 수도권 전철⇄시내버스 환승할인 시행 결정(’21. 11)



 혁신기관 유치 및 미래 신산업 공모선정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유치 및 미래   

    신산업 공모선정으로 국도비 총 367억 확보

 아산푸드플랜 2022‘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착공

❍ 공공급식 통합물류 및 농가 조직화 등 먹거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서해선 복선전철(평택)과 경부고속철도(화성) 6.7㎞ 구간 연결

- 인주역~서울역 30분 이동 가능 기대

 국도39호(유곡~역촌),국지도70호(음봉~성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

 깨·깔·산·멋 (깨끗,깔끔,산뜻,멋진)‘뷰티풀 아산’만들기 

❍ 전통시장,청소,도심녹지,도로시설물,보도구간 무단적치물,가로등,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시 전체 도시환경 정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포용위한 정책 지원 

❍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설치위한 국비 7억원 확보

❍ 외국인주민지원‘찾아가는 이동언어교실 톡톡카’사업, 행안부 장관상 수상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온양원도심 아산 CGV 민간부문 투자유치, 여성커뮤니티센터·마을  
안전마실길 조성사업 착공

 ❍ 배방원도심 사회적경제종합지원센터(꿈자을 사랑방) 및 배방어울림
문화센터 준공,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 등

 숨쉬기 좋은 아산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 전국 최초, 영향권 내 지자체와 미세먼지 인벤토리 공동 연구 및    

‘21. 6월 200만 그루 나무심기 조기 달성  

 ❍ 충남도 주관, 2021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유공 기관 선정

‘21년 기관표창 역대 최다 62개 수상 (’21.12)

❍ 시군위임사무 평가 9년 연속 우수,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9년 연속,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3년연속 최우수, 신속집행 추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