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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행정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이란?

주요내용

관악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지역화폐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유도 및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

시행일 : 2021년 1월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46)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발행규모 : 100억원

- 할 인 율 : 7%

- 구매한도 : 1인당 월1백만원

- 발행규모 : 300억원

- 할 인 율 : 7~10%

- 구매한도 : 1인당 월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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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여권발급 수요 증가에 따라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 수령할 때 한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 시행

주요내용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로그인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시민

유의사항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 반려(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지문, 안면인식 확인절차)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시 본인이 선택(선택 후 변경불가)

※ 비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긴급 여권 신청자

시행일 : 2020년 10월 29일

관악구 민원여권과 (02-879-5331)

구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신청방법 민원창구 방문 신청만 가능
방문 및「정부24」신청가능

(http://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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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행정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개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여권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개인정보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됨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100종으로 대폭 확대

주요내용

이용방법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

① 전자문서지갑앱(정부24앱, 금융·통신사 앱 등) 로그인

② 발급신청(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③ 발급신청정보 전송 [민원처리기관]

④ 전자증명서 보관 및 발급정보 민원인에게 전송 [전자문서지갑에서 열람·제출]

※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

※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

시행일 : 2020년 12월 21일

관악구 민원여권과 (02-879-5331) 

시행일 : 2021년 1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53)

구분 종전(2019~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발급대상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발급 확대

(누적 10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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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발급민원 종류 확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22종(근로복지공단 16종, 외교부 6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확대

추가된 발급민원 현황

시행일 : 2020년 12월 21일

관악구 민원여권과 (02-879-5311),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6469)

구분

업무 종수 본인 확인민원증명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종류

여권

(6종)

고용·산재 보험

(16종)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법인/개인)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2종

2종

1종

1종

1종

1종

1종

1종

1종

4종

4종

2종

1종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90종 1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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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행정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함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하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고지

주요내용

구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법」,「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은 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법」,「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의 경우, 선순위자인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시행일 : 2021년 3월 2일

관악구 자치행정과(02-879-5204), 관악구 전 동 주민센터

시행일 : 2020년 11월 25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6)

수신방법 :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가입

수신시점 : 성범죄자 전입, 전출 시

수신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성명, 실거주지, 성범죄요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http://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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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등록방식 변경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반려동물등록제란?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사용 가능

주요내용

시행일 : 2021년 2월 12일

관악구 일자리벤처과(02-879-6694)

시행일 : 2021년 1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어 공인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됨 

공공웹사이트에서 여러 민간전자서명으로 편리하게 본인 인증 가능

※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 :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동물등록 방식 변경 : 인식표 제외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제12조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등록방법 : 동물소유자가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외장형 중 택일하여 등록

대행기관 : 관내 지정 동물병원(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동물등록

방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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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조세

2021년 최저임금액 및 관악구 생활임금액 안내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관악구 생활임금 이란?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 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 추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관악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 

공제대상 : 신문구독료(「신문법」 제2조제1호 종이신문 대상)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공 제 율 : 30%

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추가공제) 

구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액

관악구 생활임금액

8,720원

10,702원

69,760원 1,822,480원

85,616원 2,236,718원 

시행일 2021년 1월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6676)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4) 

시행일 : 2021년 2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52)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

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

방용구 소매업 등 10개 업종 추가한 87개 업종

더불어 으뜸 관악구  |  08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 세율 인하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기존 77개에서 87개로 10개 업종 추가

주요내용

*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구분

구분

종전(2020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증권

거래세율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

업 등 77개 업종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장외거래

0.1%

0.25%

0.1%

0.45%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장외거래

0.08%

0.23%

0.1%

0.43%



※ 상세조건 

① 만 65세 이상

②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③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닌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금액으로 전체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등을 종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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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초연금 이란?

주요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지원내용 :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 인상 지급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지급하는 제도

(소득하위 70% 이하)

월 최대 30만원 지급

300,000원

480,000원

월 최대 30만원 지급을

소득하위 70%로 확대

구분 종전(2020년)

선정기준액

달라지는 내용(2021년)

지급액 비고

지원

대상

노인단독

노인부부

(소득하위 40% 이하)

월 최대 30만원 지급

148만원

236.8만원

가구유형

구분

시행일 : 2021년 1월 

관악구 노인청소년과 (02-879-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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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청년 주거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이란?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학업,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신청대상 :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신청방법 : 부모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필수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구분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주거급여

종전
(2020년)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달라지는 내용

(2021년)

분리지급 불가

시행일 : 2021년 1월 

관악구 생활복지과 (02-879-5992)

시행일 : 2021년 1월 

관악구 생활복지과 (02-87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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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 확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이란?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요내용 :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 연수비 지급

＊농촌체험활동(일손돕기·영농실습), 주민화합활동(마을가꾸기·지역간담회), 현장견학(선도농가·선배귀농인) 

주요내용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하는 사업

<공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선발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

구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참여

자격

사업신청

제외자

<공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시행일 : 2021년 1월 

관악구 노인청소년과 (02-879-6155)

시행일 : 2021년 3월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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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부동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

세율 인하는 3년(2021년~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예정임

구분 종전 (2020년) 달라지는 내용 (2021년)

재산세 

세율

과표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 다주택자·법인)

0.6억 이하
(공시 1억 이하)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3.6억 초과
(공시 6억 초과)

0.0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0.1%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표준세율

시행일 : 2021년 1월

관악구 재산취득세과(02-879-5411~5435)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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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부동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세부담 상한 인상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

과세표준
일반

현행(%)

종전(2020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구분

구분

현행(%)개정(%) 개정(%)법인 법인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 이하

세부담 상한

내용

3~6억

6∼12억

12∼50억

50∼94억

94억 초과

0.5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고령자 공제 : 10∼30%

- 합산공제율 한도 : 7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0%

- 법인 : 세부담 상한 폐지

- 고령자 공제 :  20∼40%

- 합산공제율 한도 :  80%

0.6

0.7 0.9

1.0 1.3

1.4 1.8

2.0 2.5

2.7 3.2

0.6 1.2

3.0 6.0

0.8 1.6

1.2 2.2

1.6 3.6

2.2 5.0

3.0 6.0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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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문화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지원 전면 시행

새학기를 맞아 교복, 도서,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지역 중·고등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보호자 소득 무관)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학생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지원 전면 시행

주요내용

대    상 : 중고교 입학생

지 원 금 : 1인당 제로페이 상품권 30만원

사용범위 : 교복(단체복), 학습용 태블릿 PC 등

재원분담 :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종전(2020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구분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서울시 일부 자치구(4개구) 

무상 교복 지원

초등·중·특수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2~3학년 학교급식 무상지원

서울시 관내 학교 학생 

입학준비금(30만원) 지원

초등·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전학년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지원 전면 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

관악구 교육지원과 (02-879-5655),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02-399-9386)

시행일 : 2021년 1월

관악구 교육지원과 (02-879-5654),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02-399-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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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문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20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통합문화이용권 이란? 

주요내용

주요내용

종전(2020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구분

구분

대상

지급액

자동

재충전 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

1인당 연 9만원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행

 1인당 연 10만원

(2020년도 발급자가 2021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보유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에 재충전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등학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

지원항목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 등 1인당 약 194만원/연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시행일 : 2021년 1월

관악구 교육지원과 (02-879-5655),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1)

시행일 : 202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9), 관악구 전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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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교통·환경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전속도 5030 정책 이란?

주요내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최대 2~3배 상향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주행

※ 단,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관리

시행일 : 2021년 4월 17일 

관악구 교통행정과(02-879-6861~6862),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

시행일 : 2021년 5월 11일 

관악구 교통행정과(02-879-6953~6955), 경찰청 교통안전계 (02-3150-0634)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구분

과태료

액수

- 승용자동차 등 : 8만원

- 승합자동차 등 : 9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17  |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6. 안전·교통·환경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강화
풍수해보험 이란 ? 

주요내용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보험목적물 :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가입방법 :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구분

주택온실

소상공인

재해 취약지역

정부지원 52.5%  / 자부담 47.5%

정부지원 59% / 자부담 41%

일반지역과 동일

정부지원 70% / 자부담 30%

정부지원 70% / 자부담 30%

정부지원 87% / 자부담 13%

<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관악구 치수과(02-879-6813),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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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재활용품 배출 시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합성수지 용기류)과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함

주요내용

배출방법

① 음료, 생수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헹굽니다.

② 라벨지를 떼고 병을 찌그러뜨립니다.

③ 뚜껑을 닫아 별도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구분

배출 방법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류 함께 배출

투명 페트병(음료, 생수)

전용수거함에 별도 배출

시행일 : 2020년 12월 25일  

관악구 청소행정과(02-879-6223),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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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무·보훈

2021년 군인봉급 전년 대비 12.5% 인상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를 위해 2020년 대비 12.5% 인상 추진

병역 판정 검사 시 적용하는 병역처분기준에 학력사유 폐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추가

주요내용   

종전(2020년)

종전(2020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구분

구분

구분

병 장

대상

대상

상 병

일 병

이 병

540,900원

고등학교 중퇴 이하 신체등급 1∼3급

 → 보충역 (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에 한정하여

 징집이나 소집연기 가능

488,200원

441,700원

408,100원

608,500원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급 

 → 현역병입영 대상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추가

549,200원

496,900원

459,100원

시행일 : 2021년 1월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 병무청(1588-9090)

시행일 : 2021년 1월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 병무청(1588-9090)

시행일 : 2021년 6월

국방부 인력정책과(02-748-5137),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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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

주요내용

주요내용

시행일 : 2021년 1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0)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병무청 현역모집과(042-481-2722)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 1회 위반 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 

·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1 병역진로상담 

· 군 특기 연계, 적성검사 실시 (직업선호도검사) 

· (병무청) 전문상담관 1:1 상담 → (각 군/고용부 등) 군 생활 및 취업 지원 안내·상담 

군 적응 체험·교육 

· 입영 전부터 전역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시·체험관 운영 

- 군 생활 정보제공 

· 병역이행과정 절차 소개 (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지원 등) 

· 군 생활 및 복무 중 자기계발 정보제공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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