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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

•2025년까지 80억 원 투입하여 서원동 상점가, 
   신원시장 주변 상권 부흥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개선 지원

/012-3!4567!,-#./.!89
•남부순환로 1759에 130억 원 투입하여 2021년 준공

•청년카페, 공유사무실, 창업보육실 등 청년교류의 장 조성

:;<!=!>?<@AB!CD
,-012345!89
•현) 수어통역센터 부지에 61억 원 투입하여 2022년 6월 개관

•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 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입주

EF!=!G.!=!HI!E2JK
,-6789:;!89
•봉천동 478-26일대에 168억 원 투입하여 2023년 준공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등 조성

<3=,#>#?@AB+45!89
•현) 관악구민회관 부지에 74억 원 투입하여 2023년 6월 개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중·장년층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E2G.EFJK!,-CDE845!89
LMNMO0!PQ!RST
•남부순환로149길 8-4에 237억 원 투입하여 보육·미디어 복합시설로 조성

•마더센터 아이랑, 장난감·영유아도서관, 마을미디어센터 등

관악가족행복센터(조감도)

관악청년청(조감도) 관악구 장애인센터(조감도)

별빛 신사리 게이트 별빛이 모이는 신사리(조감도)

난곡사거리 복합체육시설, 행복주택(조감도)

#FG%H&#8IJKLM#N#E8OP!89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에 412억 원 투입하여 2027년 2월 준공

•복합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행복주택(286세대)

QRSTUV+#LWXY,!89
•구)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246억 원 투입하여 2025년 준공

•취·창업 청년을 위한 창업·비즈니스 특화 테마로 조성

,-Z#[0!E2G.67
\]^_$%!UVW
•관악산 입구에 72억 원 투입하여 2022년 준공

•기존 휴게소는 카페테리아, 북카페 등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XY&!E2JK!̀ abcd!89
LMNMO0!PQ!Z6T
•대학12길 16에 경로당, 구립 데이케어시설 조성

•어르신들의 신체·인체기능 향상,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 제공

([\!] !̂67!efg45!89
•대학동 도덕소공원(대학5길 7)에 10억 원 투입하여 2021년 준공

•유품과 기록물 전시,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남부순환로151길 : (상권연계형) 젊음과 친근함의 난곡사거리

•조원중앙로2길 : (상권연계형) 이야기와 정이 있는 조원동 대추나무골

난곡권역 골목상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림로11길 : (특화형) 저렴하고 다양한 먹거리,

                    먹기좋은 대학동 골목

•신림로28길 : (주민밀착형) 상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도림천 서림골목상권

대학권역 골목상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_J: !̀E2JK!hijXLkR45!89
LMNMO0!PQ!RST
•봉천동 253-8에 25억 원 투입하여 서울시 서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농업 시설 조성

•도시농업 정보 제공, 대관, 도시농업 체험, 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ab!67!] !̂cd>
lmn^_#̂ oOp1!"#
•현) 남현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127억 원 투입하여 2021년 준공

•지상에는 휴게 정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97면 조성

•행운길 : (주민밀착형) 행운이 가득한 골목길

•낙성대역길 : (특화형) 강감찬10리길의 거점, 강감찬 걷고 싶은 거리

낙성대권역 골목상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앙길 : (주민밀착형)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중앙동 골목상권

•청룡길 : (상권연계형) 다양한 맛과 즐거움이 가득한 봉리단길

봉천권역 골목상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림동길 : (특화형)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지는 별빛거리

•당곡길 : (상권연계형) 오감만족 당곡 젊음의 거리

신림권역 골목상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감찬도시농업센터(조감도)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조감도)

관악산 입구 으뜸공원(조감도) 대학경로당(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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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으로 불러주세요!관악S밸리와 함께

스타트업 스케일 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산학연관 교류 확대벤처ㆍ창업기업
지역안착 프로젝트

로 비상합니다!로 비상합니다!

서울대

!"#$%&'%()%
!"#$%#%*+,
•봉림교~신사동 우방아파트 구간 
   기존 4~6차로의 도로를 2개로 축소하여
   올해 5월 초록풍경길 조성

-./%012%34
&'()*+%56
•신림교, 신림2교에 2개소 조성 완료

•계절별 콘텐츠 재생, 긴급 상황 시
   재난 정보 제공

789%:;<=
,-./012#%>?@
•신림4·5동교~신림1교 구간
   산책로 및 교각 등에 조명 설치

•교각상부에 경관조명, 산책로
   바닥에 고보조명 설치

34/567/89/:;8+%
ABC#%DE%FBG
•별빛내린천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별빛다리 테마화, 트릭아트 교체 등 

<"="/>?2%FH%IJK=%LM
•동방1교~봉림교 구간에 생태 경관 개선

•식생플랜터 및 걸이화분 설치, 다양한 수종 식재 

78NO"%PQC#
@A0BC/.DEF%.R
•서울대~동방1교 구간에 2022년 조성

•하천복개 철거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조성 

-./%STJ
UGV%WX=%LM
GHIJK%AB
•봉림교~신림4·5동교 
   구간 내 올해 5월 준공

•북카페존, 창작자 작업공간
   등으로 구성

78NO"2%YZ%LMNO%AB
•신림2교 좌안 하류에 올해 5월 준공

•야간조명 및 안개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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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04 기획특집05 

연번 시설명 위치 주요시설 운영시기

1 낙성벤처창업센터 낙성대로 2 입주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 2020년 3월 개관

2 낙성벤처창업센터 R&D센터점 낙성대로 38 입주공간, 회의실 2020년 3월 개관

3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 남부순환로 1928 디지털미디어실, 회의실 등 2020년 3월 개관

4 낙성벤처창업센터 낙성대동주민센터점 낙성대로4가길 5 입주공간, 회의실 등 2021년 4월 개관

5 서울창업센터 관악 봉천로 545 창업보육공간, 회의실 등 2021년 2월 개관

6 창업 HERE-RO 2 봉천로 535, 3층 입주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2020년 9월 개관

7 창업 HERE-RO 3 신림로 117 입주공간, 회의실, 팹카페 등 2021년 3월 개관

8 창업 HERE-RO 4 신림로 134, 3층 입주공간, 회의실 등 2020년 9월 개관

9 서울대 연구공원(LG) 관악로 1 디지털제작 장비실, 교육실 2021년 3월 개관

10 창업 HERE-RO 1 남부순환로 1890 입주공간 등 2022년(예정)

11 창업 HERE-RO 5 신림로23길 17 입주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등 2021년 8월(예정)

12 서울대 연구공원(SK) 관악로 1 창업공간, 바이오실험실 등 2022년(예정)

13 청년벤처창업공간 신림동 110-10 입주공간, 회의실 등 2022년(예정)

관악S밸리 창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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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으로 불러주세요!관악S밸리와 함께

스타트업 스케일 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산학연관 교류 확대벤처ㆍ창업기업
지역안착 프로젝트

로 비상합니다!로 비상합니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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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림교~신사동 우방아파트 구간 
   기존 4~6차로의 도로를 2개로 축소하여
   올해 5월 초록풍경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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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교, 신림2교에 2개소 조성 완료

•계절별 콘텐츠 재생, 긴급 상황 시
   재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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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4·5동교~신림1교 구간
   산책로 및 교각 등에 조명 설치

•교각상부에 경관조명, 산책로
   바닥에 고보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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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내린천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별빛다리 테마화, 트릭아트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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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1교~봉림교 구간에 생태 경관 개선

•식생플랜터 및 걸이화분 설치, 다양한 수종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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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동방1교 구간에 2022년 조성

•하천복개 철거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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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림교~신림4·5동교 
   구간 내 올해 5월 준공

•북카페존, 창작자 작업공간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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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2교 좌안 하류에 올해 5월 준공

•야간조명 및 안개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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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04 기획특집05 

연번 시설명 위치 주요시설 운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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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구정소식

2021년 제1회 추경 92억 원 확정
서울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위해 맞춤형 지원 나서
-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추진

-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실질 피해계층 지원에 주력

- 시비 127억 원과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금을 포함하여 실제 총 지원규모 423억 원

구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직접적ㆍ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악구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경이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와 자

치구가 협력해 추진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

영한 것으로 총 92억 원 규모를 편성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미취업청

년, 저소득 취약계층 등 실질적인 피해계층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추진했다.

문의 : 기획예산과(☎879-5561)

민선 7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조성한 관악청(聽)이 학부모 및 학

교관계자의 현안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관내 학교를 방문

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으

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를 신청한 23개교를 대상으

로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방

문하며, 교장, 교감 등 학교관계자

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

색어머니회, 참여를 원하는 학부

모가 참석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은 코로

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

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학교 내 

희망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4월 26일 현재 당곡고, 신광중, 

서울관광고 등 9개교를 방문하여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남부초, 사당초, 원당초 등 

14개교를 방문하여 건의사항 등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지원과(☎879-5655)

지난해 관내 유관기관 간담회에

서 야간교통 사고내용 5건 중 4건

이 폐지 수집 어르신으로 확인되

었으며, 어두운 밤이나 새벽 손수

레, 리어카를 이용해 작업하는 재

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

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언덕, 비탈길이 많은 

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리어카보다 1/3~1/2배 가볍고(약 

15Kg), 고정이 수월하도록 브레이

크가 부착돼 어르신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어카

를 제작·전달했다.

또한 리어카 양면에 구정 홍보

판을 설치하여 구민 밀착형 구정 

홍보 채널의 역할도 펼칠 예정이

며, 4월 중 총 44대의 리어카를 지

역 내 어르신들에게 지원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청소행정과(☎879-6226)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융자대상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증을 필한 관내 소상공인

융자규모    200억 원

신청기간     2021년 4월 28일~자금소진 시

  ※ 융자조건 등 세부내용은 구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우리은행(☎887-3803), 신한은행(☎871-9074),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지역상권활성화과(☎879-5746)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관악구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지원내용   취업장려금 50만 원(1회)

지급방식     관악사랑상품권(모바일)

신청기간     2021년 5월 3일~6월 4일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

  ※ 지원자격 등 세부내용은 구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청년정책과(☎879-5931)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  2020년 3월 22일~2021년 5월 2일(공고일 전일) 
까지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   폐업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

지원내용    피해지원금 50만 원

신청기간   2021년 5월 3일~5월 31일

  ※ 지원자격 등 세부내용은 구 홈페이지 참조

문      의     해당 업종 관리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지역상권활성화과, 
위생과,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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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학교관계자에게 교육경비보조사업 등 
구정사업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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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 비탈길이 많은 지역 특성 고려하여 
가볍고 브레이크가 부착된 리어카 전달

구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

원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3종 세트 지

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27.4%로 전국에서 가

장 높은 특성상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확

대 요청 급증과 안전사업에 대한 요구가 여전

히 높아 지난해 200세대에서 올해 500세대로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했다.

안심홈 세트 지원사업은 이중 잠금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센서’, 비상시에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

인 및 112에 비상메세지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

용 긴급비상벨’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관악구 거주 여성 1인 가구로, 전

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주

택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 1인 가구는 관악구 홈

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를 확인하여 신

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

(wys550@ga.go.kr) 또는 팩스(☎879-7827)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여성가족과(☎879-6122)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공지능(AI) 면접을 통

해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는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 AI면접이 생소한 청년 구직자들은 정보가 

부족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들이 최

신 정보를 접하고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악구 대표 청년문화공간인 신림동쓰리룸(신

림로 91, 3층) 내에 체험관을 마련했다.

이 곳에서 청년 구직자들은 기본면접, 심층

면접, 인·적성 검사, 상황파악 대처능력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AI가 응시자의 표정, 음성, 

어휘 등을 체크하여 분석·평가한다.

또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면접체험도 가

능하다. VR기기를 착용하면 가상의 면접관이 

등장해 실제 기업의 직무별 기출문제를 질문하

고, 응시자가 답변하면 대답속도, 목소리 톤 등

의 객관적인 사항을 분석해준다. 각 서비스는 

일자리를 찾는 만 18세~39세 청년 구직자 누

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관악구 홈페이지

(참여예약 → 참여신청 → AI면접 예약 및 VR

면접 예약)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예약하면 

된다.

문의 : 청년정책과(☎879-5921)

07 구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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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관악구 거주 여성 1인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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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AI·VR면접체험관에서 상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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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서부·난곡선이 
모두 연결되어
관악의 
新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신림선(역 11개소, 사업비 8,376억 원)

  - 개통시기 : 2022년 5월
  - 노      선 : 여의도 샛강(9호선)~신림(2호선)~관악산입구
  - 추진상황 : 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종합관제동 공사 중(공정률 76.6%)

서부선(역 17개소, 사업비 1조 7,370억 원)

  - 개통시기 : 2028년 12월
  - 노      선 : 새절(6호선)~여의도(5호선)~서울대정문(신림선)
  - 추진상황 : 2023년 12월 착공
   •2020년  6월 : 본선구간에 대한 민자적격성 통과
   •2020년 11월 : 연장노선에 대한 도시철도망계획 승인(국토교통부)
   •2020년 12월~2021년 6월 : 본선구간 제3자 제안공고 및 민간사업자 선정 

난곡선(역 6개소, 사업비 3,912억 원)

  - 개통시기 : 2028년 12월
  - 노      선 : 보라매공원(신림선)~신대방(2호선)~난향초교
  - 추진상황 : 2023년 12월 착공
   •2020년 11월 : 도시철도망계획 승인(국토교통부)
   •2021년  2월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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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추경 92억 원 확정
서울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위해 맞춤형 지원 나서
-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추진

-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실질 피해계층 지원에 주력

- 시비 127억 원과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금을 포함하여 실제 총 지원규모 423억 원

구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직접적ㆍ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악구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경이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와 자

치구가 협력해 추진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

영한 것으로 총 92억 원 규모를 편성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미취업청

년, 저소득 취약계층 등 실질적인 피해계층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추진했다.

문의 : 기획예산과(☎879-5561)

민선 7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조성한 관악청(聽)이 학부모 및 학

교관계자의 현안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관내 학교를 방문

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으

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를 신청한 23개교를 대상으

로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방

문하며, 교장, 교감 등 학교관계자

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

색어머니회, 참여를 원하는 학부

모가 참석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은 코로

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

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학교 내 

희망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4월 26일 현재 당곡고, 신광중, 

서울관광고 등 9개교를 방문하여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남부초, 사당초, 원당초 등 

14개교를 방문하여 건의사항 등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지원과(☎879-5655)

지난해 관내 유관기관 간담회에

서 야간교통 사고내용 5건 중 4건

이 폐지 수집 어르신으로 확인되

었으며, 어두운 밤이나 새벽 손수

레, 리어카를 이용해 작업하는 재

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

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언덕, 비탈길이 많은 

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리어카보다 1/3~1/2배 가볍고(약 

15Kg), 고정이 수월하도록 브레이

크가 부착돼 어르신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어카

를 제작·전달했다.

또한 리어카 양면에 구정 홍보

판을 설치하여 구민 밀착형 구정 

홍보 채널의 역할도 펼칠 예정이

며, 4월 중 총 44대의 리어카를 지

역 내 어르신들에게 지원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청소행정과(☎879-6226)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융자대상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증을 필한 관내 소상공인

융자규모    200억 원

신청기간     2021년 4월 28일~자금소진 시

  ※ 융자조건 등 세부내용은 구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우리은행(☎887-3803), 신한은행(☎871-9074),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지역상권활성화과(☎879-5746)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관악구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지원내용   취업장려금 50만 원(1회)

지급방식     관악사랑상품권(모바일)

신청기간     2021년 5월 3일~6월 4일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

  ※ 지원자격 등 세부내용은 구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청년정책과(☎879-5931)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  2020년 3월 22일~2021년 5월 2일(공고일 전일) 
까지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   폐업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

지원내용    피해지원금 50만 원

신청기간   2021년 5월 3일~5월 31일

  ※ 지원자격 등 세부내용은 구 홈페이지 참조

문      의     해당 업종 관리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지역상권활성화과, 
위생과,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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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학교관계자에게 교육경비보조사업 등 
구정사업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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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 비탈길이 많은 지역 특성 고려하여 
가볍고 브레이크가 부착된 리어카 전달

구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

원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3종 세트 지

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27.4%로 전국에서 가

장 높은 특성상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확

대 요청 급증과 안전사업에 대한 요구가 여전

히 높아 지난해 200세대에서 올해 500세대로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했다.

안심홈 세트 지원사업은 이중 잠금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센서’, 비상시에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

인 및 112에 비상메세지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

용 긴급비상벨’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관악구 거주 여성 1인 가구로, 전

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주

택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 1인 가구는 관악구 홈

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를 확인하여 신

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

(wys550@ga.go.kr) 또는 팩스(☎879-7827)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여성가족과(☎879-6122)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공지능(AI) 면접을 통

해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는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 AI면접이 생소한 청년 구직자들은 정보가 

부족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들이 최

신 정보를 접하고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악구 대표 청년문화공간인 신림동쓰리룸(신

림로 91, 3층) 내에 체험관을 마련했다.

이 곳에서 청년 구직자들은 기본면접, 심층

면접, 인·적성 검사, 상황파악 대처능력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AI가 응시자의 표정, 음성, 

어휘 등을 체크하여 분석·평가한다.

또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면접체험도 가

능하다. VR기기를 착용하면 가상의 면접관이 

등장해 실제 기업의 직무별 기출문제를 질문하

고, 응시자가 답변하면 대답속도, 목소리 톤 등

의 객관적인 사항을 분석해준다. 각 서비스는 

일자리를 찾는 만 18세~39세 청년 구직자 누

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관악구 홈페이지

(참여예약 → 참여신청 → AI면접 예약 및 VR

면접 예약)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예약하면 

된다.

문의 : 청년정책과(☎879-5921)

07 구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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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관악구 거주 여성 1인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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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AI·VR면접체험관에서 상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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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서부·난곡선이 
모두 연결되어
관악의 
新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신림선(역 11개소, 사업비 8,376억 원)

  - 개통시기 : 2022년 5월
  - 노      선 : 여의도 샛강(9호선)~신림(2호선)~관악산입구
  - 추진상황 : 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종합관제동 공사 중(공정률 76.6%)

서부선(역 17개소, 사업비 1조 7,370억 원)

  - 개통시기 : 2028년 12월
  - 노      선 : 새절(6호선)~여의도(5호선)~서울대정문(신림선)
  - 추진상황 : 2023년 12월 착공
   •2020년  6월 : 본선구간에 대한 민자적격성 통과
   •2020년 11월 : 연장노선에 대한 도시철도망계획 승인(국토교통부)
   •2020년 12월~2021년 6월 : 본선구간 제3자 제안공고 및 민간사업자 선정 

난곡선(역 6개소, 사업비 3,912억 원)

  - 개통시기 : 2028년 12월
  - 노      선 : 보라매공원(신림선)~신대방(2호선)~난향초교
  - 추진상황 : 2023년 12월 착공
   •2020년 11월 : 도시철도망계획 승인(국토교통부)
   •2021년  2월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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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데이케어센터 입소자 중 사전 예방접종 동의자

접종기간    2021년 4월 15일~접종 종료 시

접종백신   화이자                     

접종횟수   2회(3주 후 2차 접종)

접종장소   관악구 예방접종센터(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낙성대로3길 37)

준  비  물   신분증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콜센터(☎879-6910)

xy$zw{G

신청기간     2021년 4월 7일~7월 30일

신청대상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지속 완화

대상
업종

유흥업소(5종),
실내체육시설,
홀덤펍, 노래방,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
스크린골프장

식당·카페, 숙박, 이·미용업,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PC방, 
목욕장업, 종합소매업(300㎡)

지원금액 150만 원 120만 원 6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http://서울활력자금.kr)

  - 온라인 : 2021년 4월 7일~7월 30일

  - 방   문 : 2021년 6월 1일~7월 30일(현장접수 장소 추후 공지 예정)

문      의   지역상권활성화과(☎879-5731, 5733)

세계적인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서울시 관악구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사례를 세

계 각 나라에 소

개했다.

BBC 채널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

그램 Panorama

는 2021 에피소드, ‘Covid : Who Got It Right?’(코로나바이러스 : 누가 옳은 

것인가?)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인도 등 세계 각 나라의 방역대책을 다루며 

관악구의 선도적 방역대책과 시스템에 주목했다.

BBC 취재진은 관악구의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일 상황 대책보고회뿐 아니

라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이루어지는 철저한 선별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구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접촉자에 대한 신

속한 선별검사 진행, 현장 방역 및 방문조사, CCTV 분석, 역학조사관 조사, 

자가격리자 분류 및 관리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2차, 3차 추가 감염 발생

을 막고 있다.

또한 공원,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주민 생활현장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

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및 

단속도 철저히 진행하며 생활 중심의 일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BBC 

Panorama 다큐멘터리는 “한국은 영국에서와 같은 봉쇄 조치는 없었다”며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 성공의 모든 사항은 철저한 검사와 역학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 관악구 예방접종센터(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관악구 낙성대로3길 37
  ※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접종시기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08 코로나19 소식

관악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제276회 임시회, 코로나19 재난지원 추경예산안 통과   

신뢰받는 열린의회소통과 화합으로

관악구의회가 4월 15일, 

개원30주년을 맞이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별도의 개원식은 

열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구민을 각 주민센터 동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다. 

이날 의회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숨은 영웅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악구 의회가 

4월 14일, 개소를 

하루 앞둔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방문해 시설 

상태와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실무진을 치하했다. 

4월 15일 낙성대동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개소한 예방접종센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및 데이케어센터 입소자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시작했다.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접수창구, 접종실, 

접종 후 대기실 등 센터시설을 둘러보고, 실무진들에게 꼼꼼하고 안전

한 예방접종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자유발언
5분구정질문

이기중 의원 
(삼성동, 대학동)

조익화 의원 
(삼성동, 대학동)

• 관악 강감찬 축제, 관악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특정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3. 12.) 

• 대학동 건영3차아파트 뒤 공원조성사업에 관하여(4. 12.)

•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제안(4. 16.)

•  관악구 봉천동 쑥고개 정류장  
이전 및 관악로 중앙버스차로 도입  
제안에 관하여(3. 18.)

박영란 의원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하여(4. 12.)

관악구의회 개원30주년 기념 지역주민 유공자 표창 관악구의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4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개회

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92억원과 이와 관련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4월 

12일과 16일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기중, 박영란 의원이 

정책 제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박영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곽광자 의원을 선임하고 김순미, 민영진, 송정애, 이기중, 장현수, 

주순자, 표태룡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요양시설 지원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대상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미취업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태룡 의원 

대표발의)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옥 의원 발의)을 가결하였다.

09 의회소식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3월 12일부터 11일간 열린 제27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익화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

했으며, 마지막 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총 9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수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익화 의원 대표발의)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건 등이 있다. 이어서 주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찬성하여 의결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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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데이케어센터 입소자 중 사전 예방접종 동의자

접종기간    2021년 4월 15일~접종 종료 시

접종백신   화이자                     

접종횟수   2회(3주 후 2차 접종)

접종장소   관악구 예방접종센터(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낙성대로3길 37)

준  비  물   신분증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콜센터(☎879-6910)

xy$zw{G

신청기간     2021년 4월 7일~7월 30일

신청대상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지속 완화

대상
업종

유흥업소(5종),
실내체육시설,
홀덤펍, 노래방,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
스크린골프장

식당·카페, 숙박, 이·미용업,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PC방, 
목욕장업, 종합소매업(300㎡)

지원금액 150만 원 120만 원 6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http://서울활력자금.kr)

  - 온라인 : 2021년 4월 7일~7월 30일

  - 방   문 : 2021년 6월 1일~7월 30일(현장접수 장소 추후 공지 예정)

문      의   지역상권활성화과(☎879-5731, 5733)

세계적인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서울시 관악구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사례를 세

계 각 나라에 소

개했다.

BBC 채널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

그램 Panorama

는 2021 에피소드, ‘Covid : Who Got It Right?’(코로나바이러스 : 누가 옳은 

것인가?)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인도 등 세계 각 나라의 방역대책을 다루며 

관악구의 선도적 방역대책과 시스템에 주목했다.

BBC 취재진은 관악구의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일 상황 대책보고회뿐 아니

라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이루어지는 철저한 선별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구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접촉자에 대한 신

속한 선별검사 진행, 현장 방역 및 방문조사, CCTV 분석, 역학조사관 조사, 

자가격리자 분류 및 관리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2차, 3차 추가 감염 발생

을 막고 있다.

또한 공원,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주민 생활현장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

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및 

단속도 철저히 진행하며 생활 중심의 일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BBC 

Panorama 다큐멘터리는 “한국은 영국에서와 같은 봉쇄 조치는 없었다”며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 성공의 모든 사항은 철저한 검사와 역학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 관악구 예방접종센터(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관악구 낙성대로3길 37
  ※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접종시기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08 코로나19 소식

관악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제276회 임시회, 코로나19 재난지원 추경예산안 통과   

신뢰받는 열린의회소통과 화합으로

관악구의회가 4월 15일, 

개원30주년을 맞이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별도의 개원식은 

열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구민을 각 주민센터 동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다. 

이날 의회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숨은 영웅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악구 의회가 

4월 14일, 개소를 

하루 앞둔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방문해 시설 

상태와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실무진을 치하했다. 

4월 15일 낙성대동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개소한 예방접종센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및 데이케어센터 입소자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시작했다.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접수창구, 접종실, 

접종 후 대기실 등 센터시설을 둘러보고, 실무진들에게 꼼꼼하고 안전

한 예방접종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자유발언
5분구정질문

이기중 의원 
(삼성동, 대학동)

조익화 의원 
(삼성동, 대학동)

• 관악 강감찬 축제, 관악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특정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3. 12.) 

• 대학동 건영3차아파트 뒤 공원조성사업에 관하여(4. 12.)

•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제안(4. 16.)

•  관악구 봉천동 쑥고개 정류장  
이전 및 관악로 중앙버스차로 도입  
제안에 관하여(3. 18.)

박영란 의원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하여(4. 12.)

관악구의회 개원30주년 기념 지역주민 유공자 표창 관악구의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4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개회

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92억원과 이와 관련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4월 

12일과 16일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기중, 박영란 의원이 

정책 제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박영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곽광자 의원을 선임하고 김순미, 민영진, 송정애, 이기중, 장현수, 

주순자, 표태룡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요양시설 지원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대상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미취업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태룡 의원 

대표발의)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옥 의원 발의)을 가결하였다.

09 의회소식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3월 12일부터 11일간 열린 제27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익화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

했으며, 마지막 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총 9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수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익화 의원 대표발의)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건 등이 있다. 이어서 주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찬성하여 의결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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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과의 데이트 운영 재개
재개일자     2021년 4월 13일부터 주 1회
              (매주 화요일 14~17시)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탄력적(제한적) 운영

진행방법     

  - 사전접수, 면담시간 30분 이내 제한

  - 제한된 면담 운영(일대일 면담 원칙)

  -  단체(집단민원)접수 제외 
(대표자 1~3명 이내 참석)

예약방법     홈페이지(온라인관악청) 또는 전화

문      의   열린민원실(☎879-5142~4)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적용기간    2021년 4월 15일~7월 31일

  ※  한시적 시행으로 8월 1일부터는 반드시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적용대상      납부필증 사용 소형음식점
  - 일반음식점 200㎡ 미만
  - 휴게음식점 300㎡ 미만

  ※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배출시간      18~24시(토요일 배출금지)

문      의   청소행정과(☎879-6222)

365일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합니다.
온라인                    확대
운영내용      관악청(聽),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  

매니페스토&공약, 주민자치회의

개편내용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이벤트,  
주민제안 검토 기준 완화 등

참여방법     온라인관악청 홈페이지
              (gwanak.go.kr/site/365/main.do)

문      의    기획예산과(☎879-5557)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청기상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방법       홈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문      의   지방소득세과(☎879-5515)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문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5월 부부태교교실 
비대면 교육 접수
운영기간      2021년 5월 15일~5월 29일 

매주 토요일 10~11시

운영대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및 
배우자 20명(10가정)

운영내용     

  - 1주차 : 행복한 부부태교

  - 2주차 : 아빠코칭 베이비 마사지 교실

  - 3주차 : 영유아 응급처치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5월 7일

  ※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참여/예약 
→참여신청→강좌/행사예약

문      의    지역보건과(☎879-7155)

맹견 소유자 의무보험 가입
가입대상

  -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셔테리어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핏불테리어 견종 포함)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및  
그 잡종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맹견보험 현황

구 분 하나 손해보험 NH 손해보험 삼성화재

연 보험료
(마리당)

13,050원 16,330원 16,333원

가입경로
스마트폰앱
(펫핀스)

지역농축협,
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보상내용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

문      의   일자리벤처과(☎879-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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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향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법은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①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

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

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

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

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

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는 지

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

니다. 

스토킹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관, 검사, 법원은 현장에서 스

토킹행위를 저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거

나 필요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의 긴급

조치,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등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결국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입

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섬김 최용철 변호사 
문의 : ☎889-5600

(seomkim_law@naver.com)

법률상담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위반 과태료 확대
시행일자     2021년 5월 11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1만 원 가산

문      의    교통지도과(☎879-6981~4)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전통시장 담당 지자체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 점포형 노점상 제외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불가

신청기간   2021년 4월 6일~6월 30일

  ※ 신청장소 등 세부내용은 구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지역상권활성화과(☎879-5782)

11 생활정보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대상     관악구 소속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교육기간     

  - 기본교육 : 2021년 4월 12일~7월 12일

  - 1차 보충교육 : 2021년 8월 16일~9월 30일

  - 2차 보충교육 : 2021년 10월 11일~11월 30일

교육방법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www.cmes.or.kr)에서 수강

교육시간     1시간

문      의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1566-8448)

구는 한국판 실리콘 밸리, ◯◯◯◯◯와 함께 혁신창업도시로 비상합니다.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를 두 축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에 들어갈 말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하나라도 누락 시 무효)를 반드시 써주세요.

응모마감  2021년 5월 10일(월)까지 (힌트 4면)

보내실 곳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홍보과 관악소리 담당자 앞 (우 08832)

이 메 일  2014013023@ga.go.kr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 참여/예약 → 참여신청 → 행정접수 → 관악소리 퀴즈(이벤트) 응모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M"�B�
��Q
./0)
123)
4567

|}H$~!$��H�$N�i$
67W$�0d?'$���$:;�$�1�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 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생각보다 사소한 곳에 있는데, 야외활동을 위해 가정

에서 냉장·냉동 보관하던 식품을 온도가 높은 차량 트렁크에 

넣고 가져가는 경우, 더러워진 손으로 요리하는 경우, 생선회

와 같은 날 음식, 직접 채취한 생물 섭취 등입니다.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

나게 되고 보통 1~2일 내 증상이 완화됩니다. 2일 이상 증상

이 지속되고 고열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 언제든

지 인근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5월은 온도가 많이 올라

가는 만큼 식품에 대한 관리가 그 방법입니다. 햇빛이 드는 장

소, 차량 내부 및 트렁크 등 고온의 장소에 식품을 보관하지 

말고, 조리 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 시 중심

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가정에서 식품을 가져올 때는 완전히 

식힌 후 밀폐용기에 담아오기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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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날씨가 따뜻한 만큼 벌의 활동량도 많아지는 시기입

니다. 벌에 쏘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꽃이 화려한 색과 향

기로 벌을 유인하는 것처럼, 주로 밝고 화려한 패턴을 가진 옷

을 착용하거나, 향기가 나는 화장품 및 향수의 사용은 벌을 유

인할 수 있고, 벌집을 건드는 경우와 꽃밭에 들어가는 경우에

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벌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

르는 아이들의 미숙한 대처 또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에 쏘인 후에는 붓고 통증이 생기며, 벌 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흡곤란, 쇼크 등 심각한 증

상을 보이거나 또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방법은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신용카드와 같은 얇고 단단

한 물건을 이용하여 쏘인 자리 주변을 

밀어 벌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벌침이 눈에 보인다는 이

유로 손톱이나 핀셋 등으로 뽑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벌

침 안에는 독이 들어있는데, 잡아 뜯는 경우 벌침 내부 독이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처치 이후에는 흐르는 

물로 쏘인 부위를 씻어내고 얼음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히면서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로 방문하여 후속조치를 꼭 받아야 합니

다. 벌 쏘임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설레는 마음에 밝고 화

려한 옷 착용과 향수를 뿌리고 싶더라도 조금 참고, 과하지 않

은 옷을 착용하고 향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

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벌을 자극하지 않는 방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최민규 교수

건강칼럼

지난 4월 8일 목요일,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관악이룸*이 온라인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상철 위원님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생각지 못한 우리 

공동의 문제를 발견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에 1인 가구가 많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아 도시락

배달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는 일상 속 문제들을 직접 

사업으로 제안해보고 더 많은 동료 시민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통해 실현해나가는 일은 무척 설레는 경험일 것입니다.

평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주도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와도 그 맥을 함께한다고 생

각했는데 그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지원한다면, 관악구에서 새롭고 신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함께’의 힘을 믿습니다. 협치를 통해 함께하는 관악 문화도시를 만들어가요!

* 관악이룸(異room) :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공간(관악문화재단에서 지난 2월부터 꾸준히 관악의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의 : 민관협치과(☎879-5585)

양인정(관악문화재단 기획조정팀)

관악구의 소리, 구정소식, 기타 유익한 정보 등을 담은 관악소리를 정기구독 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 참여/예약 → 참여신청 → 행정접수 → 관악소리 정기구독 신청    전화 : 홍보과(☎879-5261)정기구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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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속도 5030 시행
시행일자     2021년 4월 17일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내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50km/h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조정

  - 주요도로  : 50㎞/h 이하

  -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 30㎞/h

문      의    교통행정과(☎879-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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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과의 데이트 운영 재개
재개일자     2021년 4월 13일부터 주 1회
              (매주 화요일 14~17시)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탄력적(제한적) 운영

진행방법     

  - 사전접수, 면담시간 30분 이내 제한

  - 제한된 면담 운영(일대일 면담 원칙)

  -  단체(집단민원)접수 제외 
(대표자 1~3명 이내 참석)

예약방법     홈페이지(온라인관악청) 또는 전화

문      의   열린민원실(☎879-5142~4)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적용기간    2021년 4월 15일~7월 31일

  ※  한시적 시행으로 8월 1일부터는 반드시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적용대상      납부필증 사용 소형음식점
  - 일반음식점 200㎡ 미만
  - 휴게음식점 300㎡ 미만

  ※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배출시간      18~24시(토요일 배출금지)

문      의   청소행정과(☎879-6222)

365일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합니다.
온라인                    확대
운영내용      관악청(聽),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  

매니페스토&공약, 주민자치회의

개편내용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이벤트,  
주민제안 검토 기준 완화 등

참여방법     온라인관악청 홈페이지
              (gwanak.go.kr/site/365/main.do)

문      의    기획예산과(☎879-5557)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청기상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방법       홈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문      의   지방소득세과(☎879-5515)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문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5월 부부태교교실 
비대면 교육 접수
운영기간      2021년 5월 15일~5월 29일 

매주 토요일 10~11시

운영대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및 
배우자 20명(10가정)

운영내용     

  - 1주차 : 행복한 부부태교

  - 2주차 : 아빠코칭 베이비 마사지 교실

  - 3주차 : 영유아 응급처치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5월 7일

  ※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참여/예약 
→참여신청→강좌/행사예약

문      의    지역보건과(☎879-7155)

맹견 소유자 의무보험 가입
가입대상

  -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셔테리어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핏불테리어 견종 포함)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및  
그 잡종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맹견보험 현황

구 분 하나 손해보험 NH 손해보험 삼성화재

연 보험료
(마리당)

13,050원 16,330원 16,333원

가입경로
스마트폰앱
(펫핀스)

지역농축협,
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보상내용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

문      의   일자리벤처과(☎879-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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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향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법은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①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

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

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

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

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

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는 지

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

니다. 

스토킹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관, 검사, 법원은 현장에서 스

토킹행위를 저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거

나 필요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의 긴급

조치,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등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결국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입

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섬김 최용철 변호사 
문의 : ☎889-5600

(seomkim_law@naver.com)

법률상담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위반 과태료 확대
시행일자     2021년 5월 11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1만 원 가산

문      의    교통지도과(☎879-6981~4)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전통시장 담당 지자체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 점포형 노점상 제외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불가

신청기간   2021년 4월 6일~6월 30일

  ※ 신청장소 등 세부내용은 구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지역상권활성화과(☎879-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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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대상     관악구 소속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교육기간     

  - 기본교육 : 2021년 4월 12일~7월 12일

  - 1차 보충교육 : 2021년 8월 16일~9월 30일

  - 2차 보충교육 : 2021년 10월 11일~11월 30일

교육방법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www.cmes.or.kr)에서 수강

교육시간     1시간

문      의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1566-8448)

구는 한국판 실리콘 밸리, ◯◯◯◯◯와 함께 혁신창업도시로 비상합니다.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를 두 축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에 들어갈 말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하나라도 누락 시 무효)를 반드시 써주세요.

응모마감  2021년 5월 10일(월)까지 (힌트 4면)

보내실 곳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홍보과 관악소리 담당자 앞 (우 08832)

이 메 일  2014013023@ga.go.kr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 참여/예약 → 참여신청 → 행정접수 → 관악소리 퀴즈(이벤트) 응모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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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 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생각보다 사소한 곳에 있는데, 야외활동을 위해 가정

에서 냉장·냉동 보관하던 식품을 온도가 높은 차량 트렁크에 

넣고 가져가는 경우, 더러워진 손으로 요리하는 경우, 생선회

와 같은 날 음식, 직접 채취한 생물 섭취 등입니다.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

나게 되고 보통 1~2일 내 증상이 완화됩니다. 2일 이상 증상

이 지속되고 고열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 언제든

지 인근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5월은 온도가 많이 올라

가는 만큼 식품에 대한 관리가 그 방법입니다. 햇빛이 드는 장

소, 차량 내부 및 트렁크 등 고온의 장소에 식품을 보관하지 

말고, 조리 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 시 중심

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가정에서 식품을 가져올 때는 완전히 

식힌 후 밀폐용기에 담아오기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G$=�
5월은 날씨가 따뜻한 만큼 벌의 활동량도 많아지는 시기입

니다. 벌에 쏘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꽃이 화려한 색과 향

기로 벌을 유인하는 것처럼, 주로 밝고 화려한 패턴을 가진 옷

을 착용하거나, 향기가 나는 화장품 및 향수의 사용은 벌을 유

인할 수 있고, 벌집을 건드는 경우와 꽃밭에 들어가는 경우에

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벌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

르는 아이들의 미숙한 대처 또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에 쏘인 후에는 붓고 통증이 생기며, 벌 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흡곤란, 쇼크 등 심각한 증

상을 보이거나 또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방법은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신용카드와 같은 얇고 단단

한 물건을 이용하여 쏘인 자리 주변을 

밀어 벌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벌침이 눈에 보인다는 이

유로 손톱이나 핀셋 등으로 뽑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벌

침 안에는 독이 들어있는데, 잡아 뜯는 경우 벌침 내부 독이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처치 이후에는 흐르는 

물로 쏘인 부위를 씻어내고 얼음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히면서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로 방문하여 후속조치를 꼭 받아야 합니

다. 벌 쏘임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설레는 마음에 밝고 화

려한 옷 착용과 향수를 뿌리고 싶더라도 조금 참고, 과하지 않

은 옷을 착용하고 향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

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벌을 자극하지 않는 방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최민규 교수

건강칼럼

지난 4월 8일 목요일,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관악이룸*이 온라인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상철 위원님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생각지 못한 우리 

공동의 문제를 발견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에 1인 가구가 많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아 도시락

배달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는 일상 속 문제들을 직접 

사업으로 제안해보고 더 많은 동료 시민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통해 실현해나가는 일은 무척 설레는 경험일 것입니다.

평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주도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와도 그 맥을 함께한다고 생

각했는데 그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지원한다면, 관악구에서 새롭고 신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함께’의 힘을 믿습니다. 협치를 통해 함께하는 관악 문화도시를 만들어가요!

* 관악이룸(異room) :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공간(관악문화재단에서 지난 2월부터 꾸준히 관악의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의 : 민관협치과(☎879-5585)

양인정(관악문화재단 기획조정팀)

관악구의 소리, 구정소식, 기타 유익한 정보 등을 담은 관악소리를 정기구독 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 참여/예약 → 참여신청 → 행정접수 → 관악소리 정기구독 신청    전화 : 홍보과(☎879-5261)정기구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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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속도 5030 시행
시행일자     2021년 4월 17일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내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50km/h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조정

  - 주요도로  : 50㎞/h 이하

  -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 30㎞/h

문      의    교통행정과(☎879-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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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키움통장(I) 4차 모집
신청기간   2021년 5월 3일~5월 20일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2021년도 기준 :  1인 가구 438,679원, 2인 가구 741,139원 
3인 가구 956,148원

지원내용    ①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② 본인적립금(월 5/10만 원)을 매월 저축하고 
③  3년 이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중지)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 지원

문      의   생활복지과(☎879-5962)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고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상원인을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병·의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

조회대상    
  - 교통사고, 폭행사고, 업무상 또는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진료 받을 경우

  - 본인의 고의행위로 진료 받을 경우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

문      의   건강보험공단(☎860-5190)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60세 이상 1인 가구
저소득 고령 장애인 행복동행 참여자 모집
모집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인 가구 저소득 고령 장애인

지원내용     이웃사촌 매칭 관계지원, 소모임 참여, 의료지원,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신청방법     고령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전화 신청 또는  
주변에 1인 가구 고령 장애인 대리 신청

  ※ 선정회의 후 최종 참여 결정

문      의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877-0750 / 070-7038-300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내용    근로 취약계층이 입원, 건강검진으로 받지 못한 생활비를  

수당으로 지급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관악구 거주자 및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지원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입원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금액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 실시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1일 8시간 기준)

  - 2021년도 : 85,610원 / 2020년도 : 84,180원

문      의   지역보건과(☎879-7066, 7177)

돌봄SOS센터 운영
지원내용 

구분 내용

일시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직접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단기시설 일정기간 시설 입소 지원(연 최대 14일)

동행지원 외출에 동행해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대청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식사지원 식사 배달(연 최대 30식)

정보상담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안부확인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안부 확인

건강지원 건강관리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연계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에게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처리절차     돌봄매니저가 대상 적격 판단 후 돌봄계획 수립  
→ 협약된 제공기관으로 서비스 의뢰, 신속 지원

이용금액   본인 비용 부담(1인 연간 이용한도 금액 158만 원)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5% 이하는 전액 비용 지원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www.seoul.go.kr
서울이야기

서울시가 공공의료기관에서 함께 일할 의사를 모집한다. 코로나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선
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채용방식과 보수체계를 수립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부족 문제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양질
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직결된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
은 민간에 비해 보수가 낮고 채용시기의 예측가능성도 떨
어진다는 점 등 때문에 의사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
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 간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사 
결원율은 11%, 올해 현재 결원율은 12.6%(정원 348명, 결

원 44명)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공공의사 채용방식은 의료기관별 수시채용에서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채용으
로 전환되었다. 기존에 각 의료기관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 채용하던 방식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일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응시자들이 채용 일정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보수도 올해 신규채용부터 최대 40% 인상(최대 1억4,500만 원)해 현실화한다. 기존보
다 6백만 원~5천5백만 원씩 인상되고, 연봉책정도 진료 과목과 상관없이 근속연수를 기
준으로 하던 방식에서 진료 과목별, 경력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문의 연봉은 진료과목에 
따라 1억1천만 원~1억4천5백만 원, 일반의 연봉은 7천7백만 원~1억2백만 원이다. 

올해 첫 정규채용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의사 26명을 신규 채용한다. 시립
병원 등 9개 기관 11개 분야 공공의사 26명(전문의 17명, 일반의 8명, 한의사 1명)

을 모집한다. 응시자는 희망하는 기관을 지정해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의사들은 
6~7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응시원서는 4월26일(월)~28일(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
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s://hrd.seoul.go.kr)서울
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gosi.seoul.go.kr), 의사 전용 커뮤니티 메디게이트(www.
medigate.net)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의료’에 대한 의료진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의료 현장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의료인의 실제 근무환경을 소개하는 영
상을 제작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 유튜브
에서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검색하면 된다.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우수한 의료인재를 찾습니다!  

※ 진료과목별 의사 연봉 가이드라인
• (특수 진료분야) 영상의학과 전문의 1억2,100만 원~1억4,500만 원 
• (중점 진료분야) 신경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1억200만 원~1억3,300만 원
• (일반 진료분야) 일반의, 당직의 7,700만 원~1억200만 원

공고 4.12.(월)~4.25.(일)

접수 4.26.(월)~4.28.(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우 : 06756)

근무 2021. 6~7월 부터

※ 근무예정기관(인원):  
서북병원(8), 어린이병원(4), 은평병원(6), 강북구 보건소(1), 마포구 보건소(1), 
영등포구 보건소(3), 동작구 보건소(1), 서대문구 보건소(1), 소방재난본부(1)

※ 임용분야(인원):  
구급지도과(1), 결핵과(1), 재활의학과(3), 감염내과(1), 신경과(2), 정신건강의학과(8), 
영상의학과(2), 일반의(4), 당직의(2), 한의사(1), 서대문구 보건소 의약과장(1)

2021 서울청년 활력 박람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를 이해
하는 방법,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방법, 건강하고, 유쾌하게 
활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 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5월 7일(금)
▶ 장소 : 온라인(www.onpark.kr)
▶ 테마 : 서울시 청년들에게 활력을 주는 ‘온라인 공원’
▶ 행사내용
- 청년활력 :  프로그램 소개(자기이해, 마음친구 등), 이벤트  등
- 청년오랑 : 서울청년센터 오랑 소개, 방문 이벤트 진행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소개, 참여자 후기 등 제공
- 청년ON :  온라인 버스킹, 오픈 카톡방, 클럽하우스, 정책퀴

즈 이벤트 등 진행

● 문의 서울시 청년청 ☎02-2133-4322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 영상 공모전 안내

▶ 공모주제 :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 공원에서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 법
▶ 심사기준 :  공공성, 홍보성, 완성도, 창의성
▶ 접수기간 :  ~ 2021년 5월 31일
▶ 신청자격 : 서울 시민 개인 또는 3명 이하 팀
   ※ 팀의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 1명을 대표로 포함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붙임), 
    영상 원본파일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plcom@naver.com 
    (유튜브 업로드 필수)
▶ 시상내역 :  최우수 1명(300만원), 우수 1명(200만원), 장려 

1명(100만원)
● 문의 자세한 내용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parks.seoul.go.kr)

생계형 서민체납자 발굴 및 지원 안내

주변 이웃이나 지인들 중에서 서울시 세금을 체납한 채 생
활고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시면 재기에 기회를 드리고 따뜻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추진기간 : 2021년 3월 1일 ~ 12월 31일
▶ 지원대상 :  무재산, 저소득,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폐업 등

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 선정절차 :  발굴(접수) → 상담 → 현장조사 → 관계기관    

통보 → 복지제도 등 연계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지원
-  체납세금 결손조치, 신용불량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유예
- 지역건강보험료 적정 금액 부과 요청 등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13 시정소식

서원동 자율방범대(방범대장 

민명기)가 관악구 우수자율방

범대로 선정되었다. 

지난 3월 25일 오전 11시 30

분, 서원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서 민명기 방범대장, 신림지구

대 관계자들을 비롯한 자율방

범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판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서원동 자율방범대는 관악구 우수 방범대 선정으로 그 역량이 증명된 

만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넘어서 최상의 치안 상태가 유지될 수 있

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였다.

신림동주민센터는 지난 

3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

하던 독거어르신의 집을 

대청소하고 침구 등을 교

체했다. 또한 신림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

목욕차를 활용하여 목욕서

비스도 제공했다.

복지담당 직원이 지역 내 독거어르신의 안부확인 차 방문했다가 거동이 불편

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르신은 도움을 한사코 거절했지만 거주 환경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주거편의서비스를 활용했다.

관악구
우수 자율방범대로 선정

돌봄SOS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서원동신림동

우리동네 이야기



   

12 복지정보

2021년 희망키움통장(I) 4차 모집
신청기간   2021년 5월 3일~5월 20일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2021년도 기준 :  1인 가구 438,679원, 2인 가구 741,139원 
3인 가구 956,148원

지원내용    ①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② 본인적립금(월 5/10만 원)을 매월 저축하고 
③  3년 이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중지)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 지원

문      의   생활복지과(☎879-5962)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고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상원인을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병·의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

조회대상    
  - 교통사고, 폭행사고, 업무상 또는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진료 받을 경우

  - 본인의 고의행위로 진료 받을 경우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

문      의   건강보험공단(☎860-5190)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60세 이상 1인 가구
저소득 고령 장애인 행복동행 참여자 모집
모집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인 가구 저소득 고령 장애인

지원내용     이웃사촌 매칭 관계지원, 소모임 참여, 의료지원,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신청방법     고령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전화 신청 또는  
주변에 1인 가구 고령 장애인 대리 신청

  ※ 선정회의 후 최종 참여 결정

문      의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877-0750 / 070-7038-300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내용    근로 취약계층이 입원, 건강검진으로 받지 못한 생활비를  

수당으로 지급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관악구 거주자 및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지원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입원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금액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 실시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1일 8시간 기준)

  - 2021년도 : 85,610원 / 2020년도 : 84,180원

문      의   지역보건과(☎879-7066, 7177)

돌봄SOS센터 운영
지원내용 

구분 내용

일시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직접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단기시설 일정기간 시설 입소 지원(연 최대 14일)

동행지원 외출에 동행해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대청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식사지원 식사 배달(연 최대 30식)

정보상담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안부확인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안부 확인

건강지원 건강관리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연계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에게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처리절차     돌봄매니저가 대상 적격 판단 후 돌봄계획 수립  
→ 협약된 제공기관으로 서비스 의뢰, 신속 지원

이용금액   본인 비용 부담(1인 연간 이용한도 금액 158만 원)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5% 이하는 전액 비용 지원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www.seoul.go.kr
서울이야기

서울시가 공공의료기관에서 함께 일할 의사를 모집한다. 코로나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선
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채용방식과 보수체계를 수립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부족 문제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양질
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직결된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
은 민간에 비해 보수가 낮고 채용시기의 예측가능성도 떨
어진다는 점 등 때문에 의사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
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 간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사 
결원율은 11%, 올해 현재 결원율은 12.6%(정원 348명, 결

원 44명)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공공의사 채용방식은 의료기관별 수시채용에서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채용으
로 전환되었다. 기존에 각 의료기관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 채용하던 방식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일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응시자들이 채용 일정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보수도 올해 신규채용부터 최대 40% 인상(최대 1억4,500만 원)해 현실화한다. 기존보
다 6백만 원~5천5백만 원씩 인상되고, 연봉책정도 진료 과목과 상관없이 근속연수를 기
준으로 하던 방식에서 진료 과목별, 경력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문의 연봉은 진료과목에 
따라 1억1천만 원~1억4천5백만 원, 일반의 연봉은 7천7백만 원~1억2백만 원이다. 

올해 첫 정규채용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의사 26명을 신규 채용한다. 시립
병원 등 9개 기관 11개 분야 공공의사 26명(전문의 17명, 일반의 8명, 한의사 1명)

을 모집한다. 응시자는 희망하는 기관을 지정해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의사들은 
6~7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응시원서는 4월26일(월)~28일(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
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s://hrd.seoul.go.kr)서울
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gosi.seoul.go.kr), 의사 전용 커뮤니티 메디게이트(www.
medigate.net)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의료’에 대한 의료진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의료 현장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의료인의 실제 근무환경을 소개하는 영
상을 제작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 유튜브
에서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검색하면 된다.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우수한 의료인재를 찾습니다!  

※ 진료과목별 의사 연봉 가이드라인
• (특수 진료분야) 영상의학과 전문의 1억2,100만 원~1억4,500만 원 
• (중점 진료분야) 신경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1억200만 원~1억3,300만 원
• (일반 진료분야) 일반의, 당직의 7,700만 원~1억200만 원

공고 4.12.(월)~4.25.(일)

접수 4.26.(월)~4.28.(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우 : 06756)

근무 2021. 6~7월 부터

※ 근무예정기관(인원):  
서북병원(8), 어린이병원(4), 은평병원(6), 강북구 보건소(1), 마포구 보건소(1), 
영등포구 보건소(3), 동작구 보건소(1), 서대문구 보건소(1), 소방재난본부(1)

※ 임용분야(인원):  
구급지도과(1), 결핵과(1), 재활의학과(3), 감염내과(1), 신경과(2), 정신건강의학과(8), 
영상의학과(2), 일반의(4), 당직의(2), 한의사(1), 서대문구 보건소 의약과장(1)

2021 서울청년 활력 박람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를 이해
하는 방법,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방법, 건강하고, 유쾌하게 
활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 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5월 7일(금)
▶ 장소 : 온라인(www.onpark.kr)
▶ 테마 : 서울시 청년들에게 활력을 주는 ‘온라인 공원’
▶ 행사내용
- 청년활력 :  프로그램 소개(자기이해, 마음친구 등), 이벤트  등
- 청년오랑 : 서울청년센터 오랑 소개, 방문 이벤트 진행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소개, 참여자 후기 등 제공
- 청년ON :  온라인 버스킹, 오픈 카톡방, 클럽하우스, 정책퀴

즈 이벤트 등 진행

● 문의 서울시 청년청 ☎02-2133-4322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 영상 공모전 안내

▶ 공모주제 :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 공원에서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 법
▶ 심사기준 :  공공성, 홍보성, 완성도, 창의성
▶ 접수기간 :  ~ 2021년 5월 31일
▶ 신청자격 : 서울 시민 개인 또는 3명 이하 팀
   ※ 팀의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 1명을 대표로 포함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붙임), 
    영상 원본파일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plcom@naver.com 
    (유튜브 업로드 필수)
▶ 시상내역 :  최우수 1명(300만원), 우수 1명(200만원), 장려 

1명(100만원)
● 문의 자세한 내용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parks.seoul.go.kr)

생계형 서민체납자 발굴 및 지원 안내

주변 이웃이나 지인들 중에서 서울시 세금을 체납한 채 생
활고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시면 재기에 기회를 드리고 따뜻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추진기간 : 2021년 3월 1일 ~ 12월 31일
▶ 지원대상 :  무재산, 저소득,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폐업 등

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 선정절차 :  발굴(접수) → 상담 → 현장조사 → 관계기관    

통보 → 복지제도 등 연계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지원
-  체납세금 결손조치, 신용불량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유예
- 지역건강보험료 적정 금액 부과 요청 등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13 시정소식

서원동 자율방범대(방범대장 

민명기)가 관악구 우수자율방

범대로 선정되었다. 

지난 3월 25일 오전 11시 30

분, 서원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서 민명기 방범대장, 신림지구

대 관계자들을 비롯한 자율방

범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판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서원동 자율방범대는 관악구 우수 방범대 선정으로 그 역량이 증명된 

만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넘어서 최상의 치안 상태가 유지될 수 있

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였다.

신림동주민센터는 지난 

3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

하던 독거어르신의 집을 

대청소하고 침구 등을 교

체했다. 또한 신림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

목욕차를 활용하여 목욕서

비스도 제공했다.

복지담당 직원이 지역 내 독거어르신의 안부확인 차 방문했다가 거동이 불편

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르신은 도움을 한사코 거절했지만 거주 환경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주거편의서비스를 활용했다.

관악구
우수 자율방범대로 선정

돌봄SOS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서원동신림동

우리동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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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과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기

입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관악구가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모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신개념 ‘스마트관악 실

시간 도시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는 서울시, 기상청,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 공공기관별로 흩

어져 관리되는 86개의 실시간 생활·안전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주민들이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웹서비스를 자체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관련 서비스는 구글,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서 ‘스마트관

악’을 검색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촬영하면 PC는 물론 태블

릿 및 스마트폰에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관악’ 서비스를 통해 첫째, 우리 구 코로나19 확진자 실시간 현황과 관

내 화재나 응급상황 및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폭

우시 도림천 수위, 강우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재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수돗물 수질 상태, 미세먼지 농도, 오존·방사선 농도 등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

해 주민의 건강한 생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회관, 아동복지센터 등 관내 7개 분야 49종의 시

설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시설부터 행사 축제장까지 모든 시설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구변동 추이나 동별 인구밀도, 외국인 인구 및 국적 분포, 예산 등 구

정 현황 데이터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시각화했고 공약실

천현황, 구청장 결재 문서 등 투명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그간 추진해온 최신 스마트사업 Top10을 선정해 관악구가 어떻게 미래

를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과 태양광 기술

로 온도, 바람, 일조량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 교통

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된 ‘바닥보행신호등’, 위험을 음성 안내하는 ‘스마트횡

단보도’, 인공지능로봇 ‘리쿠’를 통한 비대면 교육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비

스 관련문의는 스마트정보과(☎879-5394)로 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이어

지는 경제적인 어

려움 속에서도 ‘밥 

한 끼’를 무료로 챙

겨 먹을 수 있는 쉼

터가 있다면 얼마

나 좋을까요? 바

로! 대학동에 위치

한 ‘참소중한..’이란 쉼터가 있는데, 이 곳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민들이 모여 1인 가구와 인근 노

숙인들을 위해 지역 공동체가 일심양면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쉼터이며, 소소하지만 확

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지역주민들의 휴게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혼자서 살고 있는 중장년층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보 교류, 스스로 한 

끼 챙겨먹기, 차 한 잔 여유와 커피 타임으로 마음치유하기 등 우울함을 극복해 

내는 서로 돌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한 쪽 벽면 스크린에 영화도 상영하는 등 다양한 지킴

이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다양한 도서까지 비치되어 있어 독서와 미팅모임 공간으로도 활

용할 수 있는데, 매일 오전과 오후 2시간 정도 지역민 누구나 지킴이 활동을 통

해 쉼터를 이용하며, 돌봄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고 후원 물품으로 나눔과 지원을 해 주

는 숨은 손길도 있다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확실한 시간과 재능 및 후원물품이 있다면 언제

든지 공간 지킴이 활동 및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

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벚꽃이 떨어지

는 4월에 낙성대

공원 텃밭에서 

관악구 ‘우리동

네 보육반장’님

들을 만나 보았

습니다.

  89:;<),=>?@A)BC)*D)EF16G)

  서울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동네의 다양한 육아자원을 발굴하

여 양육자에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

재 관악구에서도 총 6명의 ‘우리동네 보육반장’님께서 9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HIJ)89:;<),=>?@3)K0)LM)NOPQRG 

  첫째는 육아와 관련된 기관, 사업, 행사, 교육 등의 다양한 육아정보를 필

요로 하는 양육자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궁금증과 어려운 점 등을 편안한 육아 선배로서 친절한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

다. 셋째는 관심사가 비슷한 부모들끼리 구성된 ‘부모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활

성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TBUV)WXA)HIJ)89:;<),=>?@Y23)Z[)
3\0)NOPQRG)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의 모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요즘 집안에만 있

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육아로 인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우울함을 토로하는 지친 

엄마들과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가 어려워진 아이들을 위해 부모 자조모임을 지

원하고자 신청한 특성화사업으로 올해 처음 텃밭을 분양 받았습니다.

  ]Z)̂ _Z`ab)WX)cd-e)fgh)3\0)NOPQRG

  엄마와 아이가 텃밭에서 하는 외부활동을 통해 자연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농작물 관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다음카페 관악꿈지기에서 5월~7

월 신청을 받아 ‘수확 나눔의 날’에 수확의 기쁨과 즐거운 체험활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를 통한 관심사가 비슷한 부모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는 

육아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심리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

문입니다. 향후 신청자에 한해 마음이 맞는 엄마들의 텃밭 가꾸기 자발적 모임

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HIJ)89:;<),=>?@ab)c?),ijkl)LM))
)NOPQRG

  첫째는 육아경험이 있는 선배로서 육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맞

춤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 자조모임을 통해 재능을 발견

하고, 나아가 재능기부와 나눔을 통한 봉사로 이어지면서 재취업의 기회까지 

얻은 엄마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보람있습니다.

  HIJm2An)hop)CqrstG

  관악구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육아로 느슨해진 사회와의 끈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자인 만큼 양육자에게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보육반

장을 만나면 엄마와 아이는 행복해집니다. 많이 찾아 주세요.

2018년 4월부터 자원봉사를 

매개로 운영을 시작한 ‘행복

한 마마식당은 마을엄마와 마

을아이들의 행복한 식당 이라

는 뜻으로 맞벌이 가정 등 바

쁜 엄마들을 대신해 마을엄마

들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이 함께 놀이를 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코로나19 전에는 매주 화요일 5시가 되면 삼성동 시장 입

구에 있는 행복나무에 위치한 ’마마식당‘으로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

습니다. 마을엄마들로 구성된 ’마마봉사단‘은 정성 가득한 집밥을 만들고, 아디

들은 엄마들이 차려준 맛있는 집밥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행복한 마마식당은 1세대(마을어르신), 2세대(자원봉사자), 3세대(어린이)의 마

을 내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을 구축합니다. 주민주도형 자원봉사를 

통한 마을 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역 사회문제 해결의 지속가능한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마마식당 운영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 홀몸 어르신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드림으로써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난곡동에 위치한 ‘굴참마을 주민쉼터’에서 새롭게 ‘행복한 마마

식당V.2 굴참나무 온(溫·ON)마을식당’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

고, 지난 4월 14일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단체 식사가 제한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비대면 반찬 배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마식당은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관악구자원봉사센터 및 난곡동주민센

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행복한 마마식당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과 인정이 넘치는 안

녕한 마을을 조성하고, 마마식당의 마을 사랑방 역할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

과 코로나19로 인한 마을 가족간의 단절을 마마식당을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이후 ‘행복한 마마식당V.2 굴참나무 온(溫·ON)마을식당’은 마을의 

회복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참여마당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행복한 마마식당V.2 
굴참나무 온(溫·ON)마을식당’을 소개합니다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함께하는 공동체 관악, ‘참소중한..’ 
쉼터 공간에서 지킴이 활동 함께 해요!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낙성대공원 텃밭에 떴다!

15 참여마당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실시간 도시데이터서비스 
‘스마트관악’을 아시나요?

관악구 ‘우리동네 보육반장’ 정보제공

다음카페 ‘관악꿈지기’ (https://cafe.daum.net/gwanak-dreampartner)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http://www.gwanak.go.kr/site/educare/main.do)

시 설 명    참 소중한..(노숙인 & 독거 중장년층을 위한 쉼터)

위        치    신림로 19길 77, 스타하우스 1층(대학동 소재)

이용시간    월~금, 11시~18시 

이용대상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무료제공    커피, 차, 라면

관악의 소식, 각종 구정 홍보, 기타 유익한 정보 등을 담은 관악구의 뉴

스레터 「해피매거진」을 신청하시면 매주 목요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  관악구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미디어 → 해피매거진 →   

구독신청 또는 카카오톡에서 관악구청 친구 추가

문의 홍보과(☎879-5272)

해피
매거진

관악소리에 글을 보내주세요. 시, 수필, 편지글, 사진 등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채택되신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분량 : A4용지 절반이내)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1동 8층(봉천동)  

관악구청 홍보과 ‘관악소리’ 담당자 앞

E-mail 2014013023@ga.go.kr
※  다른 잡지나 신문에 게재된 중복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게재된 원고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독자
투고

하진 명예주민기자 류미정 명예주민기자

안수진 명예주민기자

홍수진 명예주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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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과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기

입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관악구가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모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신개념 ‘스마트관악 실

시간 도시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는 서울시, 기상청,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 공공기관별로 흩

어져 관리되는 86개의 실시간 생활·안전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주민들이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웹서비스를 자체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관련 서비스는 구글,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서 ‘스마트관

악’을 검색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촬영하면 PC는 물론 태블

릿 및 스마트폰에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관악’ 서비스를 통해 첫째, 우리 구 코로나19 확진자 실시간 현황과 관

내 화재나 응급상황 및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폭

우시 도림천 수위, 강우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재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수돗물 수질 상태, 미세먼지 농도, 오존·방사선 농도 등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

해 주민의 건강한 생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회관, 아동복지센터 등 관내 7개 분야 49종의 시

설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시설부터 행사 축제장까지 모든 시설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구변동 추이나 동별 인구밀도, 외국인 인구 및 국적 분포, 예산 등 구

정 현황 데이터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시각화했고 공약실

천현황, 구청장 결재 문서 등 투명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그간 추진해온 최신 스마트사업 Top10을 선정해 관악구가 어떻게 미래

를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과 태양광 기술

로 온도, 바람, 일조량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 교통

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된 ‘바닥보행신호등’, 위험을 음성 안내하는 ‘스마트횡

단보도’, 인공지능로봇 ‘리쿠’를 통한 비대면 교육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비

스 관련문의는 스마트정보과(☎879-5394)로 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이어

지는 경제적인 어

려움 속에서도 ‘밥 

한 끼’를 무료로 챙

겨 먹을 수 있는 쉼

터가 있다면 얼마

나 좋을까요? 바

로! 대학동에 위치

한 ‘참소중한..’이란 쉼터가 있는데, 이 곳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민들이 모여 1인 가구와 인근 노

숙인들을 위해 지역 공동체가 일심양면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쉼터이며, 소소하지만 확

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지역주민들의 휴게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혼자서 살고 있는 중장년층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보 교류, 스스로 한 

끼 챙겨먹기, 차 한 잔 여유와 커피 타임으로 마음치유하기 등 우울함을 극복해 

내는 서로 돌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한 쪽 벽면 스크린에 영화도 상영하는 등 다양한 지킴

이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다양한 도서까지 비치되어 있어 독서와 미팅모임 공간으로도 활

용할 수 있는데, 매일 오전과 오후 2시간 정도 지역민 누구나 지킴이 활동을 통

해 쉼터를 이용하며, 돌봄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고 후원 물품으로 나눔과 지원을 해 주

는 숨은 손길도 있다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확실한 시간과 재능 및 후원물품이 있다면 언제

든지 공간 지킴이 활동 및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

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벚꽃이 떨어지

는 4월에 낙성대

공원 텃밭에서 

관악구 ‘우리동

네 보육반장’님

들을 만나 보았

습니다.

  89:;<),=>?@A)BC)*D)EF16G)

  서울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동네의 다양한 육아자원을 발굴하

여 양육자에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

재 관악구에서도 총 6명의 ‘우리동네 보육반장’님께서 9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HIJ)89:;<),=>?@3)K0)LM)NOPQRG 

  첫째는 육아와 관련된 기관, 사업, 행사, 교육 등의 다양한 육아정보를 필

요로 하는 양육자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궁금증과 어려운 점 등을 편안한 육아 선배로서 친절한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

다. 셋째는 관심사가 비슷한 부모들끼리 구성된 ‘부모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활

성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TBUV)WXA)HIJ)89:;<),=>?@Y23)Z[)
3\0)NOPQRG)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의 모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요즘 집안에만 있

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육아로 인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우울함을 토로하는 지친 

엄마들과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가 어려워진 아이들을 위해 부모 자조모임을 지

원하고자 신청한 특성화사업으로 올해 처음 텃밭을 분양 받았습니다.

  ]Z)̂ _Z`ab)WX)cd-e)fgh)3\0)NOPQRG

  엄마와 아이가 텃밭에서 하는 외부활동을 통해 자연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농작물 관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다음카페 관악꿈지기에서 5월~7

월 신청을 받아 ‘수확 나눔의 날’에 수확의 기쁨과 즐거운 체험활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를 통한 관심사가 비슷한 부모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는 

육아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심리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

문입니다. 향후 신청자에 한해 마음이 맞는 엄마들의 텃밭 가꾸기 자발적 모임

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HIJ)89:;<),=>?@ab)c?),ijkl)LM))
)NOPQRG

  첫째는 육아경험이 있는 선배로서 육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맞

춤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 자조모임을 통해 재능을 발견

하고, 나아가 재능기부와 나눔을 통한 봉사로 이어지면서 재취업의 기회까지 

얻은 엄마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보람있습니다.

  HIJm2An)hop)CqrstG

  관악구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육아로 느슨해진 사회와의 끈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자인 만큼 양육자에게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보육반

장을 만나면 엄마와 아이는 행복해집니다. 많이 찾아 주세요.

2018년 4월부터 자원봉사를 

매개로 운영을 시작한 ‘행복

한 마마식당은 마을엄마와 마

을아이들의 행복한 식당 이라

는 뜻으로 맞벌이 가정 등 바

쁜 엄마들을 대신해 마을엄마

들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이 함께 놀이를 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코로나19 전에는 매주 화요일 5시가 되면 삼성동 시장 입

구에 있는 행복나무에 위치한 ’마마식당‘으로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

습니다. 마을엄마들로 구성된 ’마마봉사단‘은 정성 가득한 집밥을 만들고, 아디

들은 엄마들이 차려준 맛있는 집밥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행복한 마마식당은 1세대(마을어르신), 2세대(자원봉사자), 3세대(어린이)의 마

을 내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을 구축합니다. 주민주도형 자원봉사를 

통한 마을 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역 사회문제 해결의 지속가능한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마마식당 운영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 홀몸 어르신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드림으로써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난곡동에 위치한 ‘굴참마을 주민쉼터’에서 새롭게 ‘행복한 마마

식당V.2 굴참나무 온(溫·ON)마을식당’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

고, 지난 4월 14일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단체 식사가 제한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비대면 반찬 배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마식당은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관악구자원봉사센터 및 난곡동주민센

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행복한 마마식당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과 인정이 넘치는 안

녕한 마을을 조성하고, 마마식당의 마을 사랑방 역할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

과 코로나19로 인한 마을 가족간의 단절을 마마식당을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이후 ‘행복한 마마식당V.2 굴참나무 온(溫·ON)마을식당’은 마을의 

회복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참여마당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행복한 마마식당V.2 
굴참나무 온(溫·ON)마을식당’을 소개합니다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함께하는 공동체 관악, ‘참소중한..’ 
쉼터 공간에서 지킴이 활동 함께 해요!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낙성대공원 텃밭에 떴다!

15 참여마당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실시간 도시데이터서비스 
‘스마트관악’을 아시나요?

관악구 ‘우리동네 보육반장’ 정보제공

다음카페 ‘관악꿈지기’ (https://cafe.daum.net/gwanak-dreampartner)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http://www.gwanak.go.kr/site/educare/main.do)

시 설 명    참 소중한..(노숙인 & 독거 중장년층을 위한 쉼터)

위        치    신림로 19길 77, 스타하우스 1층(대학동 소재)

이용시간    월~금, 11시~18시 

이용대상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무료제공    커피, 차, 라면

관악의 소식, 각종 구정 홍보, 기타 유익한 정보 등을 담은 관악구의 뉴

스레터 「해피매거진」을 신청하시면 매주 목요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  관악구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미디어 → 해피매거진 →   

구독신청 또는 카카오톡에서 관악구청 친구 추가

문의 홍보과(☎879-5272)

해피
매거진

관악소리에 글을 보내주세요. 시, 수필, 편지글, 사진 등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채택되신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분량 : A4용지 절반이내)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1동 8층(봉천동)  

관악구청 홍보과 ‘관악소리’ 담당자 앞

E-mail 2014013023@ga.go.kr
※  다른 잡지나 신문에 게재된 중복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게재된 원고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독자
투고

하진 명예주민기자 류미정 명예주민기자

안수진 명예주민기자

홍수진 명예주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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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에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있는  를 보시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소리 방치·폐기신고  홍보과 02-879-5261

알림마당

※ 본 유료 광고는 관악구청과 무관합니다.
※ 유료광고는 매달 1일(휴일인 경우 다음날)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 참여/예약 ▶ 참여신청 ▶ 행정접수 ▶ 관악소리 광고신청에서 접수합니다. 

문의 : 관악중앙도서관(☎828-5834)

슬기로운
독서생활 <성인용>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 쉽게 읽히고,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 안의 주제는 결코 얕지 않으며, 날카로
운 통찰력이 엿보이는 에세이입니다. 진솔한 작가의 삶의 고백은 공감과 감명을 이끌어내고 일상의 아
름다움과 따뜻한 인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저자_ 박완서      출판사_ 세계사

<아동용> 잘못 뽑은 반장 

‘멋진 반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진
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인이 먼저 잘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
는 용기를 보일 때 상대방의 마음도 열린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저자_ 이은재      출판사_ 주니어 김영사 

■ 신청대상 : 본인 기준 주민등록지가 관악구인 주민 누구나

■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1. 4. 28.(수)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접수(http://www.gwanak.go.kr/edu) 또는
전화 신청(☎879-6080)

※ 인터넷 접수 시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회원가입 필수

2021년 5월 온라인 구민정보화교육 안내

정규 교육과정(별도 신청없이 자유로운 수강)

채널명 교육기간 요일 교육시간 강좌명 시간

관 악
구민회관

5/3 ~ 5/26
월·수
(8회)

09:30~12:00 스마트폰 활용 20
13:00~15:30 ITQ 엑셀 20

5/4 ~ 5/27
화·목
(8회)

09:30~12:00 인터넷 활용 20
13:00~15:30 스마트폰 사진/동영상 제작 20

미 성 동
자치회관

5/3 ~ 5/26
월·수
(8회)

09:30~12:00 동영상편집(파워디렉터) 20
13:00~15:30 한글 활용 20
15:30~18:00 엑셀 기초 20

5/4 ~ 5/27
화·목
(8회)

09:30~12:00 인터넷 기초 20
13:00~15:30 사진편집(포토스케이프) 20

15:30~18:00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인스타그램) 20

성 현 동
주민센터

5/3 ~ 5/26
월·수
(8회)

09:30~12:00 스마트폰 기초 20
13:00~15:30 ITQ 한글 20
15:30~18:00 유튜브 크리에이터 20

5/4 ~ 5/27
화·목
(8회)

09:30~12:00 파워포인트 활용 20
13:00~15:30 키네마스터로 영상 제작하기 20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5/4 ~ 5/27

화·목
(8회)

15:30~18:00 키네마스터로 영상 제작하기 20

채널명 교육기간 요일 교육시간 강좌명 시간 인원

관 악
구민회관

5/28
금
(1회)

09:30~12:00

[특강]슬기로운 비대면 생활
#스마트폰 기본부터
마스터하기

(문자, 카카오톡, 사진촬영 등)

2.5 10명

■ 정규 교육과정 : 유튜브에서 채널명 검색
■ 쌍방향 특강과정 : 접수 마감 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수강방법

■ 스마트정보과(☎879-6080)

문      의

쌍방향 특강 교육과정(선착순 신청)

어머니영어
대 상

반 편 성

시간(월·수반, 화·목반, 금요반)

•ABC처음영어 •초급영어
•미국인회화반 •회화반
•해외여행영어 •개인지도반

•오전 9:30~11:00 •오전 11:30~1:00
•오후 2:00~3:30 •오후   3:30~5:00
•저녁 6:30~8:00 •저녁   8:00~9:30

가나어학원
www.wewel.com
☎3478-0509

EBS방영(8/19)
「다큐매거진」
“New 미국인
 회화반 개강”

•영어를 처음 배우는 주부, 숙녀
•영어를 배운지 오래되신 분
• 영어를 척척 읽고, 쓰고 말하고 싶은 분
• 문화센터나 일반 학원에서 실패한 분

v�["¡¢"£��"¤¥¦"_vN"�§ 

태양광(아파트, 주택)
설치 안내

5R�a1�6�

010-2744-6094

★xy�$�$IR$���$BC$��★
•설치비(자부담) : 6만원 안팎

 < 추가 비용 없음/서울시와 구청 보조금 지원함>

•제품 : 325w 모듈(한화, S에너지 등)

•효과 :   월/5,000원 ~ 10,000원(전기요금 절감)

   ※   친환경 무공해 재생에너지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예방

•사용기간 :   25년 이상 사용 보장

•기타 :   주택(빌라) 옥상에 앵커로 태양광 설치시는  
비용이 다름 

   -  5만원 이상 전기요금 내는 단독주택은 3㎾ 설치 권장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모집

엔젤

★국비지원 혜택★

▶교육비·교통비·식대혜택
 (실업자과정 ⇡ 선착순 20명)

▶

●자격증소지자 50%감면
●시험대비 특강 실시!!
취업무료 ⇡ 요양잡.com
(www.yoyangjob.com)

♥엔젤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등급 신청 무료 대행

침대, 휠체어, 욕창매트 대여 및 판매

신림역1번출구, 바로 앞
상담:

2021학 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선착순 모집 •주부 반, 성인 반 - 2년제  
•지역, 나이 제한없음 •청소년 반 - 2년제
•신입생 및 편입생(=중퇴자) - 1,2,3학년 수시모집
•인터넷 접수 가능 (www.dongshin.hs.kr)
•  본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과정으로 수능 성적 없이
내신 성적만으로 수도권 대학 다수 진학함.

※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 수업료 전액
국고 지원

※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교과서비 및 등록금 전액 면제

  학력인정

☎ 02) 599 - 5586 , 02) 594 - 0004
☞ 지하철 4호선 총신대 ⑭번 / 7호선 이수역 ⑫번
☞ 이수역 ⑭번 출구 앞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월·수반 보강안내 :  어린이날(5일) 휴강 → 7일 보강 
부처님오신날(19일) 휴강 → 21일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