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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도시농업센터
도시농부를 꿈꾸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

강감찬도시농업센터가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도시농업인을 위한 교육, 체험, 전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공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      치 봉천동 253-8(서울과학전시관 맞은편)

규      모 지상 2층(연면적 905㎡)

운영시간 화~일요일, 10~17시(월요일, 공휴일 휴관)

문      의 공원녹지과(☎879-6571)

02 기획특집

전시가벽 200㎡와 디지털 화면을 

통해 서울형 도시텃밭과 관악 도시농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설전시관 

!"#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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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는  교육실 

농업 관련 특별전시가 진행되는

 특별전시관 (개관일 기준, 백두대간

수목원 현미경 종자 사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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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드팜(과수작물), 베리팜(딸기류), 

키친팜(엽채류), 무장애텃밭

(테이블형태 화단)으로 조성된 

센터의 첫인상,  전시온실 

농업 수확물을 활용한 

요리 강의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체험실 

도시농업 커뮤니티 공간이자 

농업 관련 서적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북카페 

씨앗 대출, 씨앗 기증,

씨앗 전시 등 토종식물,

재래작물 품종을

알리고 배포하는

 씨앗도서관  



도시농업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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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역주민이 도시농업을 체험하

고 참여하기 쉽도록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삼성동 산86-6 일대에 

15,000㎡ 규모의 관악도시농업공원을 

조성했다. 공원은 논·밭 경작체험원과 

허브원, 치유숲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도시농부를 위한 도시농업지원

센터(광신길 142)를 2019년 11월부터 운

영하고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작물 재배, 병해충 방제 등 도

시농업 관련 상담, 농업기술 교육, 농자

재 보급, 텃밭 모니터링,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농

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9~18시이

며, 서울농부포털 또는 유선 문의 후 이

용하면 된다.

문의 : 공원녹지과(☎879-6573)

도시농업지원센터(☎878-6573)

구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웃·세대 간 소통과 나눔의 장인 친환경 

도시텃밭을 가꿀 도시농부를 매년 2월

에 모집하고 있다.

분양대상 텃밭은 강감찬 텃밭, 낙성대 

텃밭, 서림동 1, 2텃밭, 청룡산 텃밭, 충

효 텃밭, 삼성동 관악도시농업공원까지 

총 6개소 1,028구획(1구획 약 10㎡)이다.

관악구 주민 또는 관악구 소재 시설 

및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

청은 1구획만 가능하다. 선정은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하고 있으며, 분양 당

첨자는 3월 말부터 11월까지 경작할 수 

있고, 분양료는 개인은 5만 5천 원, 단체

는 무료이다.

내년에 있을 분양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3無 농법(화학농약, 화학비료, 

화학자재 미사용)으로 운영되는 친환경 

도시텃밭을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 공원녹지과(☎879-6572)

03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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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프로그램명 운영일
대상
(인원)

횟수

시간
내 용

장소
강사
참가비

1
관악도시
농업투어1

5~11월
(화~금 중 2회)

누구나
(10명)

56회
(주 2회) 강감찬도시농업센터 투어

(도시농업 관련 영상 시청, 파종 체험 등)

강감찬도시농업센터

내부강사

무료
10시30분
~11시20분

2
관악도시
농업투어2

5~11월
(월~금 중 2회)

누구나
(10명)

56회
(주 2회) 관악도시농업연구소 투어

(리얼 스마트팜 기술 소개, 스마트팜 기업과 Q&A)

관악도시농업연구소

(주)텔로팜

무료
10시30분
~11시20분

3 강씨네마
6~11월

(매월 4째 화요일)
누구나
(10명)

7회
(월 1회)

농업 관련 영화보며 연관활동하기

강감찬도시농업센터

내부강사

무료15~17시

4
도시농부의
씨앗 이야기

8~11월
(토요일)

성인
(20명)

32회
(주 1회)

씨앗 활용 프로그램(씨앗나눔, 토종미식회 등)

강감찬도시농업센터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무료13~15시

5
꽃기로운
연애생활

6~8월
(일요일)

성인 10팀
(20명)

8회
실내 텃밭활동을 통한 젊은 연인의 건강한 관계 맺음 지원

(인생그래프 그리기, 자연물 모빌 만들기 등)

강감찬도시농업센터
관악도시농업공원

외부강사
14~16시

무료

6 집술예찬
6~10월
(수요일)

성인
(15명)

5회
(월 1회) 작물을 활용한 수제 술 만들기

(막걸리, 복분자주, 송순주, 연잎주, 국화주 등)

강감찬도시농업센터

외부강사

2만 원14~16시

7
자연스럽게
흙장난

6~8월
(일요일)

가족 10팀
(20명)

8회
실내 텃밭활동을 통한 가족소통과 치유하기

(접시정원, 텃밭백일장, 걱정인형, 테라리움 만들기 등)

강감찬도시농업센터
관악도시농업공원

외부강사10시30분
~12시 무료

  ※ 프로그램은 운영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공원녹지과(☎879-6547)



04 구정소식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은 이제 그만! 아이랑 4개 지점 자유놀이공간 1회 1가정 이용으로 코로나19 감염 걱정 제로!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에 지친 육아부모

와 아이들을 위해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 자유

놀이공간을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1가정만 이

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사전예약제를 통한 1회당 1가정 이용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영유아기 가정이 아이와 

함께 마음 놓고 방문할 실내 놀이공간을 제공하

기 위한 조치이다.

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즐겨찾기 아이랑 메

뉴에 접속하여 지점별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 4개 지

점(대학동점, 낙성대점, 난향점, 보라매점)에서 올

해 4월부터 자유놀이공간 개방을 하였으며, 많은 

관악구 육아부모가 사전예약을 통해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발달단계별로 비치되어 있는 다양한 놀

이교구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

검하고 있으며, 이용 전·후로 놀이공간 환기 및 

장난감 소독 철저, 이용자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는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을 운영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 : 여성가족과(☎879-6134)

관악형 마더센터                   자유놀이공간 사전예약제 운영

WXY*Z<*[&/(*DEFG*>?
포스트코로나 시대 6대 산업분야 직무 특강 등

구는 청년공간 이음에서 온라인 

일자리카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취업

전략, 4차 산업 내 채용수요가 높은 

직무 분석 및 멘토링, 취업 역량강

화 컨설팅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유

망산업에 대한 취업준비 지원 및 청

년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

월 마지막 주 화, 목요일, 월 2회씩 

총 20회 진행되며, 구직 수요가 집

중되는 5, 6월에는 월 4회씩 운영한

다.(온라인 비대면 운영)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시 일

자리포털(job.seoul.go.kr) 또는 관

악구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신청 링

크(bit.ly/관악구일자리카페)를 통해 

2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

램 진행 1일 전 안내에 따라 참여하

면 된다.

문의 : 청년정책과(☎87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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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문화, 예술, 체육 등

구는 학령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

해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사업을 실시

한다. 

일상생활, 의사표현, 자기보호 등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관계 개선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민간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장애인 복지 관

련 기관 및 단체 8개소를 선정, 체육, 예술, 문화, 직업, 인지분야의 자립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2월까지 관악산 무장애숲길 걷기대회, 특수체육교실, 도자기체험, 사물북 

연주프로그램, 가족캠프, 원예활동, 직업교육 등 1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를 우선 선발하며, 각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구 

홈페이지 [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안내문을 참고한 후 각 사업수행기관

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장애인복지과(☎879-6031)

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환

경의 변화에 따라 기초학력 부진과 

코로나블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해 5월부터 

학생-마을어른 친구맺기 사업을 본

격 추진한다.

학생-마을어른 친구맺기 사업은 

교육 및 상담 등의 경력이 있는 마

을어른을 학생과 매칭하여 온라인 

수업, 과제 지도, 관심사 및 일상소

식 공유 등을 진행한다.

특히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주 

5일 동안 매일 멘토링하는 방식으

로 가족 같은 유대관계를 조성한다. 

현재 마을어른에는 음악치료사, 미

술치료사, 독서토론 지도교사 등 다

양한 경력을 가진 15명의 멘토들이 

선정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

칙을 준수하며 가정방문과 전화상

담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학생들을 

지원한다.

문의 : 교육지원과(☎879-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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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멘토링으로 가족 같은 유대관계 조성



05 구정소식

구는 5월 3일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KB금

융지주(회장 윤종규)와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

서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서울대학

교 및 KB금융지주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벤처창

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더 나아

가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수 벤처·창업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 운영 시 상호 협력과 투자연계, 

벤처창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인적·기술적 자

원 및 입주공간 지원, 우수 벤처·창업 유치, 성

장, 지역안착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을 담았다.

구는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학

과 기업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벤

처·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대학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일자리벤처과(☎879-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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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벤처 · 창업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 운영 시 상호 협력 등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

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협업하여 총 200억 원 

규모로 1,000여 명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

자를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

자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4년 상환, 총 5년으로 1년간 무이자이

고, 융자 금리는 변동금리(1년)에 1.7% 이내 가

산금리가 더해진다.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

증서 발급 불가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

류를 지참하여 은행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은행 지정 접수처로 방문

하면 된다.

접수처는 관악구 내 우리은행(관악구청지점, 

사당역금융센터, 낙성대역지점, 봉천중앙지점, 

서울대입구역지점)과 신한은행(낙성대역지점, 

서울대입구역지점)이다. 

각 지점별 문의처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

이지 [뉴스소식]→[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

하면 된다.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

문의 : 지역상권활성화과(☎87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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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한도, 자금 소진 시까지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

구는 5월 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인 만 

19~34세의 관악구 거주 미취업청년이며,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20

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

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

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6월 4일까지이며, 구 홈페이지 [뉴스

소식]→[고시공고] 공고문을 확인한 후 서울청

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의 관악사랑상품권(모

바일)으로 지급되며, 심사 후 6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울청년포털의 마

이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 청년정책과(☎87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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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6월 4일까지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낙성벤처창업센터
낙성대동주민센터점 개소

낙성벤처창업센터 낙성대동주민센터점(낙성대로4가
길 5)이 지난 4월에 개소했다.
유휴공간인 기존 동 주민센터의 주차장 공간을 활용

하여 1층은 주차장, 2층은 창업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증축·조성되었다.
현재 3개 창업기업이 입주하여 구의 다양한 창업 육

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문의 : 일자리벤처과(☎879-6684)

삼성동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재개관

5주 동안 3~7년 현직자와 함께
실무 현업 과제를 수행하며,

직무 경험을 쌓는 온라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모집기간   2021년 5월 15일~6월 10일

모집인원   각 캠프당 8명

캠프구성

모집직무 주 제

마케팅 인플루언서 광고 상품 개발

사무행정 사무행정 직무 핵심 파악

반도체 포토 공정 실제 업무 체험

IT/SW SQL로 배우는 데이터 실무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comento.kr/edu/univ/gwanak)

문    의     코멘토(☎070-4177-0804) 
청년정책과(☎879-5932)

2021년 직무부트캠프 운영

오랜기간 습기와 곰팡이로 노후된 삼성동자치회관 
작은도서관이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5월 12일 재개관했다.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테마

도서관으로 기존의 영유아·아동 공간 외에 청소년 공간
을 신설하여 세대별 공간구성 활용을 극대화했다.
운영시간은 월~금 9~18시, 토 10~17시이며, 도서대

출 등 문의사항은 삼성작은도서관(☎070-7163-5166)으
로 하면 된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879-5721)



창문 열기 등 하루 3회 이상 환기하기

되도록 수건, 식기류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하기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 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가족ㆍ지인 간 모임, 방문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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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전자문진 접수시스템을 도
입, 본격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종이문진표 대신 QR코드 또는 URL주소를 

통해 전자문진표를 등록함으로써 대기 시간이 단축되
고, 종이문진표 작성으로 인한 교차 감염 우려를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검사 희망자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뉴스소식]→[관

악소식]에서 QR코드 스캔 또는 전자문진사이트에서 
사전문진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시 홍보 배너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모바일 문진표를 사전에 작성한 검사 희망자는 신

분증을 지참하고 24시간 이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종이신청서 작성 없이 원스톱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관악구보건소(☎879-7133, 7136)

접종대상자 :    60~74세(1947년 1월 1일~1961년 12월 31일 출생자),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돌봄인력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

  ※   2분기 접종대상자(장애인·노인·보훈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만성신장질환자, 사회취약 돌봄종사자) 중 미예약자 포함

사전예약 기간 : 2021년 5월 6일~6월 3일

접종대상 예약시작 접종시작 백신종류 접종장소

고령층

70~74세 5월 6일~
5월 27일~

아스트라
제네카

위탁 의료기관
(지정 동네
병의원)

65~69세 5월 10일~

60~64세 5월 13일~ 6월 7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5월 6일~ 5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교사,
돌봄인력

5월 13일~ 6월 7일~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 따로 연락이 가지 않으니 먼저 예약이 필수입니다!

사전예약 방법 : 접종 대상자의 사전예약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 통해 예약

  -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 가능!
     ①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적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후
     ② 접종장소와 접종일시를 선택하여 예약하기

  - 직접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대리인 예약도 가능!
     ① 예약자(대리인)의 인적정보 입력 및 대리인 인증 후
     ② 피접종자와의 관계 입력 및 피접종자 대상 확인 후 예약

  -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전화예약 :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 관악구 접종 콜센터(☎879-5631~3)
    •방문예약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 상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을 권장드립니다

접종 2일 전까지 온라인(http://ncvr.kdca.go.kr) 또는
콜센터(☎1399 / ☎879-5631~3)를 통해 취소 가능하고 접종 전일 또는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된 접종기관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사전예약

우리 가족 지키는 코로나19 방역수칙

QR코드를 스캔하면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 운영기간 : 상황 종료 시까지
  - 운영시간 : 평일, 토요일 9~18시
 일요일, 공휴일 9~13시
  - 방역시간 : 평일 12~13시

(미운영)   토요일 13~14시
  - 위    치 : 관악구보건소(관악로 145)
  - 이용대상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
    •역학조사 결과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또는 별도공지 기간) 증상 유무,
역학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사 가능

임시선별검사소
  - 운영기간 : 별도 안내 시까지
  - 운영시간 :   평일 10~17시 

토요일, 공휴일 10~15시 
※ 일요일 미운영

  - 방역시간 : 평일 12~13시
(미운영)   토요일 12~13시

  - 위    치 : 신림체육센터(난곡로58길 13)
  - 이용대상 : 증상 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 검사(실명 검사)

문의 : 관악구보건소(☎879-7133, 7136)
서울시(☎120), 질병관리청(☎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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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수급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방문 전 꼭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기준)

관악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관악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관악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행정동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m�
가연관악산부인과의원 ☎02-885-7900

사랑의병원 ☎02-880-0117

오가정의학과의원 ☎02-878-4265

 ¡�

강인구내과의원 ☎02-852-3517

나을의원 ☎02-867-7582

난곡연세가정의원 ☎02-839-1535

세이브내과의원 ☎02-869-8341

아이랑소아청소년과의원 ☎02-868-8683

연세양지가정의원 ☎02-869-2101

현희정형외과의원 ☎02-853-7567

 ¢�

고운맘소아청소년과의원 ☎02-853-7705

신동현내과의원 ☎02-867-7588

연세베스트의원 ☎02-867-9119

푸른정형외과의원 ☎02-858-5095

£¤�

늘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02-3487-7702

사당연세365의원 ☎02-2055-0365

아이보리소아청소년과의원 ☎02-582-3330

하버드재활의학과의원 ☎02-3474-8275

mc�

삼성편한내과의원 ☎02-857-9911

연세조은내과의원 ☎02-889-3375

연세편한내과의원 ☎02-872-3030

황내과의원 ☎02-88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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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연합의원 ☎02-853-8575

미앤라인의원 ☎02-858-5111

박산부인과의원 ☎02-855-5655

박성휘내과의원 ☎02-855-1100

박춘식산부인과의원 ☎02-854-6715

손홍주내과의원 ☎02-867-0426

우리정형외과의원 ☎02-853-1500

한내과의원 ☎02-851-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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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가정의학과의원 ☎02-889-4365

다정이비인후과의원 ☎02-872-5050

봉천연세가정의원 ☎02-876-7582

아름드리가정의원 ☎02-858-2828

연세건강한내과의원 ☎02-875-7596

이한규내과의원 ☎02-6951-1577

¦,�
강경훈소아과의원 ☎02-885-8623

삼성탑의원 ☎02-832-6548

우리가정의원 ☎02-87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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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정다운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정다운우리의원 ☎02-871-2497

그린소아과의원 ☎02-873-0275

뉴관악연세의원 ☎02-873-4526

바른의원 ☎02-875-9300

이내과의원 ☎02-884-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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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내과의원 ☎02-883-0750

수이비인후과의원 ☎02-878-4218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02-1877-8875

주인종내과의원 ☎02-883-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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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의학과의원 ☎02-888-8858

안장훈내과의원 ☎02-887-8275

연세키즈소아과의원 ☎02-887-5119

현대기쁨의원 ☎02-3476-8275

�§�

박찬문내과의원 ☎02-877-0606

신림연세이비인후과의원 ☎02-6326-3536

온누리내과의원 ☎02-886-6701

최희정내과의원 ☎02-883-8500

한울사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사랑의원 ☎02-87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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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근의원 ☎02-857-2777

닥터강이비인후과의원 ☎02-859-7582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 ☎02-793-4891

새생명내과의원 ☎02-873-6276

행정동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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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병원 ☎02-1588-3330

으뜸이비인후과의원 ☎02-869-0600

최준호내과의원 ☎02-862-8688

최진현내과의원 ☎02-838-0090

�(�

소망의원 ☎02-868-1070

연세우리내과의원 ☎02-858-0019

연세의원 ☎02-837-6333

이기쁨의원 ☎02-861-4116

한사랑의원 ☎02-856-1717

¨©�

바른성모신경외과의원 ☎02-854-8275

신동진내과의원 ☎02-875-3428

이규남내과의원 ☎02-888-7434

이정희소아청소년과의원 ☎02-877-3571

한영의원 ☎02-877-5254

Yª�

관악연세가정의원 ☎02-888-3375

낙성대성모이비인후과의원 ☎02-6275-1223

박미란소아청소년과의원 ☎02-872-3274

사는기쁨이비인후과의원 ☎02-875-8262

영락가정의학과의원 ☎02-3661-1138

윤내과의원 ☎02-877-0287

한솔내과의원 ☎02-887-7582

형이비인후과의원 ☎02-873-1101

+(�

관악정의원 ☎02-868-1930

수정형외과의원 ☎02-6671-8275

이정길소아과의원 ☎02-855-9600

한빛가족의원 ☎02-6052-7505

�«�

김상현이비인후과의원 ☎02-872-2333

메디서울이비인후과의원 ☎02-882-9997

명소아청소년과의원 ☎02-882-3668

미래드림여성병원 ☎02-886-5551

보스턴은소아청소년과의원 ☎02-888-7730

서울연합의원 ☎070-4141-7582

손장원정형외과의원 ☎02-872-3900

연세내과의원 ☎02-875-7557

연세성모정형외과의원 ☎02-882-4530

유영미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02-874-9336

이성욱이비인후과의원 ☎02-886-8272

조내과의원 ☎02-876-6662

호내과의원 ☎02-882-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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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초이스병원 ☎02-875-2200

관악연세이비인후과의원 ☎02-883-7728

관악하나가정의학과의원 ☎02-874-7500

서내과의원 ☎02-875-9062

서울의원 ☎02-878-8333

차봉연엔도내과의원 ☎02-1522-3787

Z§� 연세가정의원 ☎02-883-7575

킴스아산의원 ☎02-883-7282

?3�

강남고려병원 ☎02-878-1110

관악성모이비인후과의원 ☎02-883-7570

관악수내과의원 ☎02-871-1936

관악이비인후과의원 ☎02-872-6162

길성의원 ☎02-877-1743

모태산부인과의원 ☎02-888-0204

서울김정아소아청소년과의원 ☎02-872-8276

연세바른의원 ☎02-888-3953

우리가정의학과의원 ☎02-873-7166

장튼위튼병원 ☎02-878-7119

최정학외과의원 ☎02-877-1267

충민내과의원 ☎02-478-0035

향기나는내과의원 ☎02-888-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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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납부기간      2021년 6월 16일~6월 30일

납부방법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CD/ATM), 편의점 납부, 
인터넷(etax.seoul.kr), 전용계좌, 
서울시ARS(☎1599-3900)

문      의    지방소득세과(☎879-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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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접수기간   2021년 5월 31일~6월 30일

  - 상담일 : 6월 3일, 10일, 17일, 24일

상담장소   구청 1층 지적과

상담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상담방법   전화, 방문 및 FAX 예약신청 후 상담

상 담 관   구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

상담내용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

문      의    지적과(☎879-6631~3)

20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교육대상   관악구 소속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교육기간

  - 기본교육 : 2021년 4월 26일~7월 25일

  - 1차 보충교육 : 2021년 8월 16일~9월 30일

  - 2차 보충교육 : 2021년 10월 18일~11월 30일

교육방법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강 
(www.cmes.or.kr)

교육시간   1시간

문      의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1566-8448)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온라인 : 인터넷(https://rtms.molit.go.kr)
  - 방  문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고효과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처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2022년 5월 31일까지 부과 유예)

문      의    지적과(☎879-6603~4, 6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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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신청기간      2021년 5월 31일~6월 4일 18시

모집인원      100명(특별선발 25, 일반선발 75)

  ※ 특별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신청자격      접수 시작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국내 소재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구 홈페이지 접수)

근무기간      2021년 7월 5일~7월 30일

근무내용      행정보조, 민원안내, 현장근무 등

보      수      48,600원/1일(중식비 포함)

  ※ 세부내용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자치행정과(☎879-5206)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2021년 5월 31일~6월 30일

결정지가 열람방법

  - 온라인 : 구 홈페이지

  - 방  문 : 구청 1층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

공시내용      2021년 1월 1일 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제출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방법      인터넷(일사편리), 우편, 팩스 
또는 방문

문      의    지적과(☎879-6631~3)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마감
제출기한      2021년 5월 28일까지

제출장소

  - 온라인 : 관악구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방  문 :   구청 2층 재산취득세과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제출대상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문      의

  - 개별주택 : 재산취득세과(☎879-5451~3)

  -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 서울남부지사               
(☎2634-9231)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      상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방법      홈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문      의   지방소득세과(☎879-551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세요!

2021년 관악구 공중케이블 정비
정비기간     2021년 11월까지

정비대상

연번 정비구역
정비물량

전주(본) 통신주(본) 정비거리(m)
1 삼성동(호암로~호암로18다길) 121 36 6,164
2 난곡동1(도시재생 1차지역) 247 81 13,949
3 행운동2(중부시장~원당초 주변) 223 50 10,620
4 서림동(신성초 주변) 188 67 10,537
5 미성동(난곡로~난우길) 161 51 8,644
6 성현동(은천로33길~은천로39길) 245 85 13,166
7 난곡동2(도시재생 2차지역) 55 23 3,279
8 신사동(조원로31길~관천로) 256 90 14,620
9 행운동1(솔밭로2길~남부순환로247길) 141 49 8,021

정비내용   전신주·통신주 2,169기의 통신선 폐·사선 철거, 조가선 포설 및 인입선 정리 등

문      의    건설관리과(☎879-6708)

  ※ 공중케이블 정비요청 : 공중선정비콜센터(☎1588-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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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분을 유족들
이 상속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민법 개정 당시 도
입되었는데, 유산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몰리어 나
머지 유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유산이 어느 특정인에게 몰리더라도, 다른 유족들은 그 

특정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 일정부분 유산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
분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고인의 재산 처분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
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고, 평생 얼굴
도 한 번 안보고 산 가족에게 자동으로 상속분이 돌아가도
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및 헌법소원 10여 건이 헌법재판소에 계
류 중입니다. 
최초 도입 당시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으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법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
우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섬김 최용철 변호사 
문의 : ☎889-5600

(seomkim_law@naver.com)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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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A씨는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무조건 양치를 하고 

가글과 치실도 사용하며, 스스로 치아 관리를 잘하고 있다

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를 하

거나 찬물을 먹을 때 이가 시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물이 

이에 닿았기 때문에 시리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

기고 있던 중, 과일을 먹다가 이가 시리고, 깨질 것 같은 통

증을 느껴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원인은 충치였습니다.

‘고장난 치아는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다’라는 말이 있듯

이 고장나고 아픈 치아는 큰 통증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질

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

각한 이들에게도 충치가 발견됩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

지만 특히 구강질환은 적절한 관리를 통한 질병의 예방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구강 내에 존재하는 충치 유발세균의 

당 대사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산에 의해 치아를 구성하는 

석회화 결정이 탈회되고 치질 내 유기성분이 용해되는 현

상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 치아 표면에 음

식물 잔사가 남아 점착성의 당단백질 피막이 생기는데 여

기에 구강내 세균이 붙어 치면세균막(치태)이 형성됩니다.

치면세균막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으로 이곳에서 증식하는 구강내 세균들이 대사작용을 통해 

산을 배출하여 치아우식증을 일으킵니다. 음식물 섭취 후 

3분이 경과하면 구강내 산도가 pH 5.0 이하로 낮아져 치아

우식증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되므로 음식물 섭취 후 3분 

이내에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이 구강질환

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칫솔질은 치아 구석구석 남아있는 치면세

균막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하며, 종종 치아표면, 특히 치

아와 잇몸이 만나는 치경부에 기계적인 마모를 일으켜 찬

물이나 물리적 자극에 지각과민을 일으키는 치경부 마모증

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 

듯 닦고 아랫니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 듯 닦

는 것입니다. 즉,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 것을 말합니

다. 치아사이의 인접면은 칫솔질만으로는 치면세균막이 깨

끗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실이나 치간 칫솔

과 같은 구강보조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철, 잠 못 이루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기 전 맥주 한 잔과 야식, 간식을 즐긴 후 양치를 하지 않

고 그대로 잠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물 

섭취 후 올바르고 적절한 칫솔질과 치과 정기검진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

면 이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치과 

김좌영 교수

건강칼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우리 공동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임을 알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가 

운영된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민참여예

산에 청년층 참여를 기대하나 점차 참여주민은 고령화

되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

之大計)라고 합니다.

중국 고전 관자(管子)에 나오는 것인데, 일 년의 계획

은 곡식을 심는 것이 제일이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며,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라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이라는 주

제로 박경란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센터 초등아동(5-6

학년)들이 참여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이 끝난 후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농구대가 설치되었으

면 좋겠다면서 “제안을 할까?”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리를 듣고 어릴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받았으

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회참여형 교육을 적어도 초·중학생들을 대상

으로 진행했더라면 1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들이 23살의 

청년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여 참여를 이끌려면 교육의 대

상층에 대한 폭을 넓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 : 민관협치과(☎879-5585)

김철희(청솔지역아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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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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신청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가구

가구구성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소득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지원내용        가구당 50만 원(현금 및 계좌입금, 1회 지급)

신청기간        2021년 5월 10일~6월 4일

  - 온라인 : 2021년 5월 10일~5월 28일 22시 /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 현  장 : 2021년 5월 17일 9시~6월 4일 18시 / 주말신청 불가

접수장소
  - 온라인 : 복지로(온라인·모바일 / www.bokjiro.go.kr)
  - 현  장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외대상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수급가구,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동 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 선발
신청기간     2021년 5월 3일~5월 28일

신청자격     아래 ①~③ 자격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연령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②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③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신청제외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신용유의의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 자산형성통장사업 참여자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지원내역       매월 본인 저축액(10/15/20만 원 중 선택)에 따른 

15만 원 추가 지원

문      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과(☎879-6021)

공동체주택 민간사업자 모집
사업내용     민간사업자가 관악구 소재 다세대 등 건축예정 주택을 수요자  

기준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한 후 SH공사에 적정 가격에 매도하고, 
SH공사에서 신혼부부, 청년 등 유형에 맞게 임대하는 사업

신청대상     관악구에 매도할 대지가 있는 민간사업자

신청시기     추후 SH공사에서 공지 예정

  - 사전에 임대주택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자치구와 협의 필요

주택 매입 유형     신혼부부, 청년 등

문      의   생활복지과(☎879-599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 원), 장제급여(80만 원)

   ※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   재산기준 1억 3천5백만 원 이하 서울시민 
(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동차 기준 부합)

   ※   다만, 소득 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문      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120)

서원동 자율방재단(단장 

백미자)이 관내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4월 21일 서원

동주민센터에 집결한 백미자 

방재단장 및 방재단 위원들

은 2개 조를 편성하여 순대

타운을 비롯한 관내 상업지

구를 방역 및 순찰했다. 이날 

서원동 자율방재단은 코로나

19 유행이 백신 접종으로 인

하여 중대한 국면을 맞이한 만큼 관악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원동 및 

신림사거리 일대에서 더 이상의 지역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최선

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5월 4일 낙성대동주민센터

(동장 이공주)는 ‘더(the) 마

음 감사’ 전달 행사를 진행했

다. 낙성대동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자원봉사센터, 복지통장 

등으로 구성된 동 이웃살피미

들이 취약계층 20여 가구를 

방문하여 예쁜 꽃 화분과 맛

있는 다과를 전달하였다. 행사

는 낙성대동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주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웃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과 효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되

었다.

자율방재단, 월례 관내 방역활동 실시
상업지구 및 신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심

가정의 달 ‘더(the) 마음 감사’ 전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웃살피미의 참여로 진행

서원동낙성대동

우리동네 이야기



11 건강정보

운영시간   월~금, 9~18시(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13시)

운영대상   관악구민

상담방법     카카오톡 ‘관악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채널 추가 후 
1:1 상담 요청

상담내용     대사증후군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 
고혈압·당뇨, 비만예방(운동, 영양) 등  
건강관리 모바일 상담

문    의   건강관리센터(☎879-7036, 7037, 7039)

운영기간     연중(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용대상     만 60세 이상 관악구민

운영장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내용       치매선별검사 및 상담,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단계별 정밀검진 실시

운영방법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예약제 운영

문    의   치매안심센터(☎879-4910)

교육기간     2021년 6월 9일~6월 30일(매주 수 10~11시)

교육대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20명

신청기간     5월 10일~6월 4일(선착순 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참여/예약→강좌/행사예약

운영내용

  - 1주차 : 행복한 태교&태아 커뮤니케이션

  - 2주차 : 엄마 젖이 좋아요

  - 3주차 : 분만 리허설

  - 4주차 : 신생아 돌보기&산욕기 관리

문    의   지역보건과(☎879-7155)

무료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홀수년도 출생자

검진항목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시기       가능한 6월 말까지(12월 31일까지 가능)

검진방법       가까운 검진기관 예약 후 검진 실시

  ※ 자세한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지역보건과(☎879-7186, 7143)

교육기간   2021년 6월 16일, 23일(15~16시, 2회차 운영)

교육대상   생후 4~8개월 아기와 부모 20가정

신청기간   5월 10일~6월 4일(선착순 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참여/예약→강좌/행사예약

운영내용

  - 1주차 : 성장발달, 소화촉진 마사지

  - 2주차 : 감각기능 마사지, 척추강화 마사지

문    의   지역보건과(☎879-7155)

운영시간   월~금, 9~18시(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13시)

이용대상   금연 희망자 누구나

운영장소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운영내용   금연클리닉 등록, 상담, 보조제 지원

운영방법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예약제 운영

성공특전   6개월 금연 성공 시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문    의   금연클리닉(☎879-7043~5)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한도 내 지원

  ※ 지원한도는 지원회차 및 연령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방문(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또는 온라인(정부24)

구비서류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부부 각 신분증 등

문    의   지역보건과(☎879-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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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센터 모바일 건강관리 상담채널 운영 베이비마사지 6월 비대면 교육 신청접수

치매 조기검진으로 치매 예방하세요 금연결심! 금연클리닉과 함께 하세요

행복한 출산교실 6월 비대면 교육 신청접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암검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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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열린의회소통과 화합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악구의원 연구회’ 정책토론회 및 캠페인 개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가 지난 5월 6일, 전

북 완주문화재단과 간담회

를 개최하여 현재 관악구에

서도 추진 중인 문화도시 지

정 사업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문화관광정책 개발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 및 

관악문화재단, 관악구청, 완주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문화이

장’, ‘완주한달살기’, ‘문화반상회’ 등 완주군의 다양한 문화도시사업의 

추진경과와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악구의 청년과 예술인 대상 정

책, 난곡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

을 가졌다.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는 관악구의 문화 ·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2월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관악문화재단을 현장방문하여 주요사업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문화 · 관광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아울러 3월 말에는 문

화 · 관광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관악구 문화 · 관광에 대한 토론회를 개

최하기도 했다. 민영진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순미, 김옥자, 왕정순, 이

상옥, 주순자, 표태룡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매주 목요일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관악구의회가 5월 18일, 충남 금산군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관악구의회는 금산군의회와 지난 3월부터 

상호 논의를 통해 도농상생과 지역경제활성

화를 위한 동반자관계를 맺기 위해 지속적으

로 협의해오다 우호협력 협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협약식

은 추진경과 보고와 협약서 낭독 및 서명, 우

호협력 기념품 교환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관악구의회와 금산군의회

는 미래지향적이고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존

중과 신뢰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통해 양 의회

간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복

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

결했다.

문의 : 의회사무국(☎879-7591)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

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 

연구회가 지난 5월 3일 첫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본격

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는 지난 해 11월까

지 1차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 설립 ▲마을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관악구 장애인 나들이 전용버스 도입 ▲마

을버스 정류소 BIT(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확대 등의 핵심공약 

4가지 정책을 선정하고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2차 연구단체는 1차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관악구 선출직의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실행방안을 연구하여 공약실천을 담보함으

로써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연구

회에는 이종윤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김순미, 김옥자, 왕정순, 이상

옥, 임춘수, 표태룡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종윤 대표의원은 첫 연구모임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한 한 구민의 다

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공약이행 실천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특히 지난 1차의 정책 제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구민 생활과 지역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완주문화재단과 간담회 개최

관악구의회, 금산군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체결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 연구회 시작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대표 조익화 의원)가 

지난 4월 21일,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 예방 경찰관을 초빙하여 아동학대 예

방 및 대응방안 발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학대 예방 경찰

관은 아동학대 현황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아

동학대 근절의 최선은 “관심

과 신고”라고 강조하며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

거나 목격되면 반드시 112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부모 교육 강화, 복지 차원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미술치료 검사 등을 통한 학

대 아동의 선제적인 발굴 등 아동학대 예방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4일 본 연구회 의원들은 지

하철 서울대입구역과 신림역 2곳에서 아침 

출근길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는 아동학

대 예방과 근절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을 목적으로 지난 2월 관악구의회에 의원 연

구단체로 등록을 마쳤으며, 조익화 의원을 

대표로 하여 곽광자, 박영란, 송정애, 이기

중, 이성심, 장현수, 주순자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13 시정소식

www.seoul.go.kr
서울이야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
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
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
로 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컨트롤타워 
체제로 연내 전면 개편한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
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서울대병
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
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
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장경
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첫째,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7월

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
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
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상담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 주
말·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된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
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
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동
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

를 공고히 구축한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실행기구로서, 공무
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 컨트
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셋째,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
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모든 임신•출산•입양초기 부모에게 부모 교육(예비부모 
포함)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
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합니다!

사진출처: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도 소득, 재산기준만 충족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5%이하
-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서울시민(금융재산 3천만원 이
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동차 기준 부합)
※  단, 소득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
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부자 기준을 지속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민

▶ 지원내용:  생계급여(소득대비 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후 신청
●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이용 안내

서울시가 농촌의 친환경 식재료를 직거래하고,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시설에 적
정가로 공급합니다.
▶ 신청방법: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하단 url)를 통해 신청
※  공공급식시설이 위치한 자치구(13개) 공공급식센터로만      
신청 가능 

▶ 운영자치구
-  강동, 금천, 서대문, 동작, 은평, 중랑, 송파, 동대문, 영등포, 동북
4구(강북·노원·도봉·성북)

▶  공공급식센터 이용혜택
- 사전안전성 검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 제공 
- 산지와의 교류 기회 및 다양한 식재료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이용률에 따라 친환경식재료 이용시설 인증 공공급식시설 현판제공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https://donong.seoul.go.kr/)

2021년 서울시 명예의전당 헌액후보자 추천

▶ 추진기간:  2021. 5. 17.(월)∼6. 25.(금) 18시까지
▶ 추천대상:  나눔·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

해 서울시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 추천방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만 19세이상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

▶ 구비서류: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에서 
추천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제출방법: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혹은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

행정과) 접수
▶ 결과발표:  9월 중 10명(단체 포함) 이내 선정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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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다가 놀이터에서 분주한 모습의 소독 요원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모래놀이터를 소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악구는 관내 놀이터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모래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

는 곳으로 청결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모래놀이터 인근에는 아파트와 주택 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수시로 놀이터에 나와 

모래를 만지고 모래성을 쌓습니다. 또 동굴과 물길을 만들어 내는 등 창의력과 

촉감 발달에도 좋은 인기공간입니다. 

하지만 간혹 고양이들의 배설물이 있기도 하고 이물질 등으로 손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와 방역이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모래놀이터를 들여다보면 비

닐이나 플라스틱, 나무조각 등 작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물건 등이 있

는 경우도 있어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독요원들은 굳어진 모래를 뒤집어 탄성도를 회복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 쓰레기 등 이물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잔류독성과 유해성이 없는 자연친화적

인 오존수를 이용하여 모래를 소독합니다. 오존수 방식은 물과 전기를 이용한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소독요원들은 모래 안에 고온스팀을 분사하여 세

균과 기생충 등 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 또 연 1회 수은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 

및 기생충 검출 검사를 시행하여 위생 및 안전 관리에도 힘씁니다. 모래가 부족

한 곳이나 기생충 및 중금속 검사가 부적합한 곳은 새로운 모래를 깔고 기생충 

검사 등을 추가로 합니다. 

모래놀이터의 소독을 마친 뒤에는 인근에 위치한 놀이시설과 놀이터 바닥에 

설치된 탄성포장 공간 등도 소독합니다. 탄성포장 공간의 소독 방법도 모래놀이

터와 비슷합니다. 먼저 주변의 이물질 등을 정리하고 고압세척을 통해 바닥재에 

생긴 얼룩을 지웁니다. 그리고 고온스팀을 이용해 살균소독을 해줍니다. 또 놀

이터 옆에 있는 벤치와 생활운동기구 등도 살펴보고 청결하게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역 의식이 높아져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위생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놀이터의 경우 아이들의 놀이공간

이기도 하지만 어른들도 모여 앉아 있는 등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깨끗하게 관리하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깅을 아시나요?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

으로 ‘이삭을 줍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단어 

‘jogging’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플로깅은 개인의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며 쓰레기를 줍는 건 어떨까요? 관악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관악

산 환경정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초등학생 이상 연령 누구라도 가능합니

다. 먼저 관악산 입구에서 봉사신청서를 제출한 후 쓰레기봉투를 수령해야 합니

다. 관악산 곳곳을 돌며 봉투를 가득 채워 클린하우스에 놓고 가면 2시간의 봉

사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사

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규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 친목활동은 예외입니다. 국립국어원은 2019년 11월 ‘플로깅’을 대

체할 우리말로 ‘쓰담달리기’로 선정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을 ‘쓰담등산’이라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 ‘쓰담등산’ 어떠세요?

참여마당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안심 놀이터 위한 방역 소독 실시...
자연친화적 방식 ‘눈길’

관악산아 놀자 !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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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인 명예주민기자

서지현 명예주민기자

관악산 환경정화 자원봉사자 모집

■ 기  간 :   2021년 4월 3일~10월 30일  
매주 토요일 9~11시(우천시 취소)

■ 쓰레기봉투 수령 및 신청서 제출장소 : 관악산 입구
  ※ 봉사장소 꼭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초등학생~성인(초등학생은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

■ 내  용 :   관악산 입구(관악구)에서 신청서 제출 후 쓰레기 봉투 
(10L / 봉사자 확인가능한 일련번호 기입)를 받아서 쓰레기를  
가득 채운 후 클린하우스에 놓고 가시면 2시간 봉사활동 인정 !

  ※   신청서는 관악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고 
작성하신 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가급적 대면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

  ※   배부되는 쓰레기 봉투는 종량제봉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 문  의 : 관악구자원봉사센터(☎879-5235)
  ※ 봉사당일은 전화통화 불가합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을 마친 삼성작은도서관이 2021년 5월 12일 재개관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테마도서관 사업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한 삼성작은도서관은 성인 

공간, 청소년 공간, 아동 공간, 유아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9,747권의 장

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작은도서관은 작년 코로나19로 도서관이 휴관하였을 때는 국립중앙도서

관, 안디아모 다국어도서관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사서와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유치원·초등학생 친구들을 매달 만났답니다.

올해 1월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 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2월

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보드게임으로 체험하는 프로

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하게 책을 만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초등학생

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친근한 도서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인 글빛정보도서관, 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과 연

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여 성인 대상 

‘그림책으로 배우는 존중성교육’, 유아 대상 ‘책 놀이’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

니다. 

삼성작은도서관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서 배가에 있어서도 

독립출판 도서를 구비하여 지역의 독서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서관 인근

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해 청소년 도서도 폭넓게 구비하

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도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채롭고 알찬 독서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삼성작

은도서관이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도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쾌적한 공

간으로 탈바꿈했으니, 6월에는 우리 동네 새로운 문화 공간, 삼성작은도서관으

로 나들이를 해보면 어떨까요?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별처럼 빛나는 꿈을 꾸는 공간, 
삼성작은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

15 참여마당

조미선 명예주민기자

개인적으로 저는 평소 박물관이나 미술 전시관 관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

울뿐 아니라 국내 다른 곳에 있는 박물관도 전에는 자주 가보곤 했지요. 그런 제

게 꼭 가보고 싶은 박물관이 바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호림박물

관(신림 본관)이었습니다. 

날씨 좋은 5월의 봄날, 호림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새 소리가 

들리는 골목으로 들어서니 박물관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이 보입니다. 박물관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초록 잎으로 가득한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

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석조 유물들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산책

하며 힐링하는 기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야외 정원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박물관 입구 왼쪽에 있는 계단을 올라 

상설 전시실로 향합니다. 먼저 청동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다양한 토기 유물

이 전시되어 있는데 원삼국시대의 닭 모양 토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이

하면서도 처음 보는 모양이라 신기했는데 실제로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원삼국시대의 닭 모양 토기를 비롯한 와질 토기와 삼국시대의 경질 토기는 매우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독특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다양한 공예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양

한 그림과 전적(정선의 사계산수화첩, 국보 제268호 아비담비바사론 권27 등등)

을 감상했습니다.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박물관 나들이가 참 즐거웠습

니다. 아들과 함께 박물관을 찾은 어머니와도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아이와 

함께 유물들을 돌아보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호림박물관은 호림 윤장섭 선생이 출연한 유물과 기금을 토대로 설립된 곳입

니다. 토지, 도자기, 회화, 전적, 공예품 등 18,000여 점의 유물(국보 8건, 보물 

54점, 서울시 유형문화재 11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시유물은 박물관

의 전시 일정이나 유물의 보존 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1982

년 강남구 대치동에서 개관 후 1999년에 현재 위치인 관악구 신림동에 박물관

을 확장 신축해 재개관 했고 이후 2009년에는 신사 분관도 개관했습니다.

오프라인 외에 국보(8점), 보물(52점) 등의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주요 소장품

을 온라인으로도 상세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

른쪽 하단 구글 아트프로젝트 부분 클릭)

우리 동네에 이렇게 다양하고 소중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 참 

좋습니다.

명예주민
기자가 뛴다

우리동네 박물관, 
호림박물관 신림 본관을 소개합니다 김혜진 명예주민기자

위        치    남부순환로152길 53

운영시간    화~금, 10~17시(월요일,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관)

문        의    호림박물관(☎858-2500, 3874)

위        치    호암로 520, 삼성동 자치회관 내

운영시간    평일 9~18시, 토 10~17시(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문        의    삼성작은도서관(☎070-7163-5166)



16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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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관악중앙도서관(☎828-5834)

<성인용>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고단한 일상 속, 우리는 종종 각자의 빛을 잊고 살아갑니다. 빛나는 이유도 자신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버린 세상. 자신의 빛을 보고 있지 못하는 우리에게 건네는 작가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책으로, 
각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빛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저자_ 소  윤      출판사_ 북로망스

<아동용>  긴긴밤

코끼리 무리에서 자라난 코뿔소와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른 두 
존재가 우리가 되어 긴긴밤을 뚫고 파란 지평선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로, 작지만 위대한 사랑의 
연대를 보여줍니다.

저자_ 루  리      출판사_ 문학동네 어린이 

■ 신청대상 : 본인 기준 주민등록지가 관악구인 주민 누구나

■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1. 5.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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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온라인 구민정보화교육 안내

정규 교육과정(별도 신청없이 자유로운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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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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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조율

중고피아노판매 

피아노 수리

믿음을 소중히하는

피아노챔버

²²²³´µ¶·¸¹º¶»¼½¾³¹¸»
02-3285-5331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입니다.문화누리카드 

슬기로운
독서생활

채널명 교육기간 요일 교육시간 강좌명 시간

관    악
구민회관

6.2.~6.28.
월·수
(8회)

09:30~12:00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인스타그램)
20

13:00~15:30 한글 기초 20

6.3.~6.29.
화·목
(8회)

09:30~12:00 컴퓨터 활용 20

13:00~15:30 동영상편집(파워디렉터) 20

미 성  동
자치회관

6.2.~6.28.
월·수
(8회)

09:30~12:00 블로그 제작 및 운영 20

13:00~15:30 스마트폰 기초 20

15:30~18:00 엑셀 활용 20

6.3.~6.29.
화·목
(8회)

09:30~12:00 인터넷 활용 20

13:00~15:30 스마트폰 사진/동영상 제작 20

15:30~18:00 파워포인트 기초 20

성 현  동
주민센터

6.2.~6.28.
월·수
(8회)

09:30~12:00 스마트폰 활용 20

13:00~15:30 컴퓨터 기초 20

15:30~18:00 엑셀 기초 20

6.3.~6.29.
화·목
(8회)

09:30~12:00 ITQ 파워포인트 20

13:00~15:30 사진편집(포토스케이프) 20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6.3.~6.29.
화·목
(8회)

15:30~18:00 사진편집(포토스케이프) 20

채널명 교육기간 요일 교육시간 강좌명 시간 인원

관    악
구민회관

6.25.
금
(1회)

09:30~12:00
[특강]슬기로운 비대면 생활 
#네이버 쇼핑 사용하기

2.5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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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