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변환
출력코드 <보이스아이>가 삽입됩니다

안양천 횡단보도교 개통, 금천구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납니다

정책특집

테마기획

금천이슈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금천

주택가
주차난 해소

가산디지털단지역 신축
안양천 횡단보도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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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천구

발생 현황 (2021.5.21.기준)

취침 전 10분

백신접종 현황 (2021.5.21. 기준)

스트레스 완화 요가

전체 대상자 : 만 18세 이상 22만 3천 명
확진자

667명

완치자

자가격리자

585명

470명

1차
접종

15,195

명

(접종률 6.8%)

500

9,000

400

7,000

300

330

2차
접종

72

69

25

2월

3월

82

89

4월

5월

0

3,000
1,000
0

2020년 2021년
12월 이전 1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6,755

40

안경은 비만클리닉_운동처방사

명

(접종률 3.0%)

7,880

5,000

200
100

3

함께해요, 집콕 챌린지

6,755
5,425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요가로 몸과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보자.
*코로나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1,850

2월

3월

어깨와 고관절 피로 해소, 누운 나비자세
4월

Step 1

5월

Step 2

Step 3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는 풍요로운 금천을 만듭니다

KRX 국민행복재단,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에 도서 구입비 지원
한국거래소 산하 복지재단 ‘KRX 국민행복재단’에서는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도서 구입비 지원

#동작순서
① 매트 위 혹은 침대 위에서 편하게 누워 온몸에 긴장을 풀어준다.
② 두 다리를 모아 양다리를 옆으로 눕혀 옆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하고, 양 발바닥이 서로 마주 보게 한다.

금’ 현금 3백만 원을 기부했다. 도서 구입비 지원금은 관내 27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어 아동을 위

③ 등과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도서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KRX 국민행복재단은 이날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들의 안

④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왼쪽 팔꿈치를 잡고, 양쪽 옆구리가 시원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호흡을 진행한다.

전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 및 청소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KRX 국민행복재단은 한국거

⑤ 팔꿈치 잡은 손을 바꿔 같은 동작을 천천히 반복한다.

래소 산하 복지재단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
상을 구현해 가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골반통 완화, 골반 스트레칭
㈜아이마스크, 어려운 이웃에 마스크 2만 매 기부
Step 1

마스크 전문 제조기업 ㈜아이마스크는 기탁식을 열고 어려운 이웃의 방역 지원을 위해 자사 마스크

Step 2

Step 3

20,000매를 기부했다. 기탁식에서 ㈜아이마스크는 코로나19 시대 경제 동향 및 지자체와 기업의 역
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아이마스크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기반으로 기업역
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영자 그룹인 (사)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소속으로 중소기
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다래월드, 방역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방역물품 기부
친환경 손 세정제 전문 제조기업 ㈜다래월드에서는 어려운 이웃의 방역 지원을 위해 자사의 손세정제
5,000개(1억 1,0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독산1동 금하마을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동작순서
① 매트 위 혹은 침대 위에서 편하게 누워 온몸에 긴장을 풀어준다.
② 손은 오른 다리 무릎 앞 부분을 가볍게 잡고 가슴 위치까지 들어 올린 뒤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골반의 움직임을 천천히 느낀다.

관계 기업과 협의하던 중 ㈜다래월드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방역물품 기부의 뜻을 밝히면서

③ 오른쪽 넓적다리 앞부분을 복부(배) 가까이 끌어안은 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한다.

이루어졌다. 금천구는 전달받은 손 세정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후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전

④ 오른 다리를 가능한 만큼 쭉 뻗은 상태로 허벅지와 종아리 뒷부분을 잡은 뒤 천천히 스트레칭한다.

달할 예정이다. 한편, ㈜다래월드는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친환경 제품 전문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으
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반대쪽도 같은 동작을 천천히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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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코로나19 위기극복,
금천구가 함께 합니다

수령 소상공인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문자 수령 후 신청가능

지원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21.8.15.까지

신청기간 : 2021.5.3. ~ 6.4.

지원대상 : 2021.8.16. 이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폐업신고한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1986년생 ~ 2002년생),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접수방법 : 온라인(www.재도전장려금.kr, 폐업재도전장려금.kr)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

문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 ☎1899-1082, 1357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온라인 신청] 2021.4.7. ~ 7.30, http://서울경제활력자금.kr

문의 아동청년과 ☎(02)2627-2582

문의 다산콜센터 ☎120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
지역경제과 ☎(02)2627-1306

지원대상 : 2020.3.22.

~ 2021.5.23.까지 폐업 신고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중 폐업 전 금천구에서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소상공인 저리융자)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2년 이내

신청기간 : 2021.4.7. ~ 7.30.

신청기간 : 2021.4.6 ~ 6.30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2021.1.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3.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접수] 2021.5.10. ~ 5.28.

지원내용 : 업체당 50만 원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신청서 작성

접수처 : 지역경제과(전통시장 내 노점상), 건설행정과(이외 노점상)

[현장접수] 2021.5.17. ~ 6.4.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6월 말 지급)

문의 지역경제과 ☎(02)2627-1303, 건설행정과 ☎(02)2627-1592

지원대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매출액 미신고 및 행정명령 위반한 경우 지원

		

(지급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현장 신청] 2021.6.1. ~ 7.30. 금천구청 1층 피아노홀

신청기간 : 2021.5.31. ~ 7.30.

금천구 거주, 실업 및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지원금액 : 업종별 60 ~ 150만 원 차등 지원
지급, 공공대표가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금천구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 관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지원내용 : 신용등급 확대(1~9등급) 무담보, 무이자(1년)

중복지원 가능

대출조건 : 1천만 원 ~ 3천만 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발행규모 : 총 250억 원(상반기 180억/ 하반기 70억)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신청접수 : 금천구 관내 우리은행 등

발행권종 : 모바일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1인만 수령 가능)

문의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

할인율 : 10%

지역경제과 ☎(02)2627-1306

지원금액 : 업체당 폐업지원금 50만 원(1회 지급)

75% 이하 가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코로나19 특별확대 발행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 원(1회 현금지원)
문의 금천구 한시 생계지원 전담 TF ☎(02)2627-2425

사용처 :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구매처 :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결제 앱 17곳 ※시스템, 대량구매,
환불, 가맹문의 ☎1670-0582, 상품권제도 기타 문의 ☎120

문의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

문의 지역경제과 ☎(02)2627-1302

지역경제과 ☎(02)2627-1306

검사는 여기에서 받으세요!

예방접종은 여기에서 받으세요!

| 금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

| 금천구 임시선별검사소 |

| 금천구 예방접종센터 운영 |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운영 |

위치 : 금천구 보건소 앞(시흥대로73길 70)

위치 : 필승아파트 단지 내(시흥대로63길 54)

위치 : 금나래문화체육센터(시흥대로79길 32)

접종기관 : 희명병원 등 63개소

대상 : 해외입국자, 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대상 : 무증상이나 선제 검사 원하는 주민, 자차나 도보

대상 : 75세 이상 어르신,

이용대상 : 고령층(60세 이상), 만성호흡기질환자,

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 초·중·고등학생 등
운영 : 평일 09:00~18:00
※소독시간(12:00~13:00)
주말(토, 일), 공휴일 09:00~16:00
문의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2627-1971~6

귀가 가능한 타 구민
운영 : 평일 09:00 ~ 16:00
※소독시간(12:00~13:00)
토요일, 공휴일 09:00 ~ 13:00,
일요일 : 미운영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차량 이용 시 지상 1층 전용(선별진료소 방문자) 주차장 이용

☎(02)2627-2110~1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돌봄인력

백신 : 화이자

		※2분기 대상자(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등) 중

방법 : 대상자 지정 후 개별 통보(사전동의자)

		

접종시간 : 평일 08:30 ~ 15:00 /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토요일 10:00 ~ 12:00 / 일요일(공휴일) 미운영

미접종자에 한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추가 접종 실시

사전예약 : 2021.5.6. ~ 6.3.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QR코드)

문의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 관련 문자상담 ☎(02)2627-1959

		

문의 금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02)2627-2401~3, 2456, 2460

[전화예약] 질병관리청 ☎133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금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02)2627-2401~3, 2456, 2460
[방문예약]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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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프라 조성과 지원정책으로

미래 교육 금천의 터전을 만듭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금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조성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인프
라가 필요하다. 금천구는 배움이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부터 성인을 위한 평생
학습까지 아우르는 금천 교육정책을 소개한다.

[시흥동]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조성
진로진학지원센터 조성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설위치 : 시흥대로73길 67(금천엠타워)
505호~507호
조성시기 : 2021.6.
주요시설 : 상시상담, 진로진학지원,
스터디카페, 유튜브실

공교육을 강화하는
지원정책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의 요구에 발맞춰 금천구는 다양한 공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운영시간 : 화~토 09~18시, 목 09~21시
(공휴일·월요일 휴관)

건립
학지원센터
진
로
진
천
금천
[독산동]금
는 나무)를

센터(꿈꾸
로직업체험
니다.
청소년 진
장·재조성합
확
로
으
간
원공
진로진학지
동 893-1)
로 38(독산
성
문
:
치
시설위
2023.10.
960㎡)
조성시기 :
4층(연면적
상
/지
1층
지하
강의실,
시설규모 :
간, 오픈형
공
험
체
업
미래 진로직
터디카페 등
주요시설 :
스튜디오, 스
브
튜
유
,
상담실
2
)2627-282
원과 ☎(02
지
육
교
의
문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22, 2825

동네키움센터,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 ‘체인지업(Chain-GUp)’ 사업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금천사이언스 큐브 건립

실현한다. 또한 맞춤형 대입설명회, 1:1 맞춤형 입시상담, 학부모 아카데미

과학도시 금천의 저변을 확대할 미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금천사이언스
큐브을 건립합니다.

운영, 진로진학소식지 발행 등으로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가진 금천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중장년부터 노년기까지 평생교육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목재 장비, 산업용 미싱 등을 이용한 창작 공간인
무한상상스페이스, 청년 커뮤니티 활동과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청춘삘딩,
중·노년기 인생재설계 교육을 지원하는 50+센터, 어르신복지센터 등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설위치 : 금하로 783(현 무한상상스페이스 리모델링)
조성시기 : 2021.6.
시설규모 :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1,017㎡)
사업내용 : 과학 및 메이커 동아리 지원, 과학교육 운영
주요시설 : 영상미디어체험실, 공방, 방송스튜디오,
집중랩실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62

다양한 교육 인프라
조성으로
학생들이 살고 싶은
금천을 만듭니다

금천구평생학습관(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
평생학습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 SOC 복합시설을 조성합니다.
시설위치 : 범안로 1240-7
조성시기 : 2023.12.
시설규모 :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920㎡)
사업내용 : 평생학습 및 아동돌봄 시설 신축
주요시설 : 방음연습실, 미디어실, 창작실, 대강의실 등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63

금천구는 올해를 금천 미래 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교육 시설을 조성
중이다. 우선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금천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금천사이언스
큐브 건립과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유치로 미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4차
산업 중심의 혁신 교육지구로 성장한다.
국내 최초의 뮤지컬 공교육 시설을 자부하는 금천뮤지컬스쿨을 건립하고,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유치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서남권을 대표하는 기술특화캠퍼스를 유치하여
4차 산업 중심 혁신지구로 성장합니다.

국내 최초로 건립하는 뮤지컬 공교육
시설로 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시설위치 : 가산로70
(서울디자인직업전문학교 별관 B동)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의 공간인 금천구평생학습관 건립 등 금천만의

조성시기 : 2021.12.

특화된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며 ‘배움이 있는 도시’ 금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시설규모 : 지상 4층(연면적 1,541㎡)

금천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업내용 : IT/SW 실무 분야 교육
문의 지역경제과 ☎(02)2627-1308

시설위치 : 시흥대로115길 48(가산중학교)
조성시기 : 2021.6.
시설규모 : 지상 4층(연면적 1,614㎡)
사업내용 : 뮤지컬 교육, 제작, 공연
문의 문화체육과 ☎(02)262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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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을 실현합니다

공교육 강화 지원정책

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 초등학생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시설위치 : [1호점] 벚꽃로 30, 2차 상가 314호
[3호점] 시흥대로39길 46, 상가 3층
운영시간 : [학기중] 평일 10:30 ~ 19:30
[방학중] 평일 09:00 ~ 18:00
이용요금 : 월 5만 원(간식비 포함)
※일시 돌봄 1일(회) 2,500원
※2호점(시흥2동, 금동초 인근)은 ’21.9월 개소 예정
문의 1호점 ☎(02)6407-1231, 3호점 ☎(02)807-8535

사업기간 : 2021.3. ~ 11.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약 2,700여 명)
지원내용 : 1인 30만 원
(교복업체 대금 납부 또는 제로페이 포인트 중 선택)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17

시설위치 : 문교초, 금나래, 두산초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센터별 상이)
사업내용 : 마을 연계형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놀이 및 쉼공간 제공
문의 문교초 ☎(02)896-0144 금나래 ☎(02)807-9821
두산초 ☎(02)804-1112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용대상 : 만 18세 미만
선정조건 : 소득, 가구특성, 연령 기준
이용시간 : [학기중] 평일 14:00 ~ 19:00
[방학중] 평일 10:00 ~ 19:00
※센터별 운영시간 상이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086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운영기간 : 2021.1. ~ 12.
이용대상 :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주민
사업내용 : 교육협치추진단 운영,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확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청소년자치활동 지원 등
프로그램 : [초등학교] 우리동네 척척박사, 창의과학상자 등
		[중·고등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사회적경제교육

‘체인지업(Chain-G-Up)’ 사업
사업기간 : 2021.2. ~ 2022.1.

민주시민 학생참여예산, 동아리 보조금지원 등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12

사업대상 : 초·중·고 저소득 가정
사업내용 : 학원 수강료 일부 지원(1년)
지원기준 : 금천구 50%, 학원 30%, 학생 20%
※구 지원금 상한액 15만 원, 학생 자부담 상한액 5만 원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운영

성인
초등학생
& 평생교육
# 성인 & 평생교육

#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12

아동·청소년 의회 운영
사업기간 : 2021.4. ~ 12.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12세 이상 청소년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

진로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간 : 2021.1. ~ 12.
이용대상 : 관내 학생 및 학부모
주요내용 : [1:1 맞춤형 상시 상담] 진학상담, 심리상담 등

(소년의회 활동 등)
문의 아동청년과 ☎(02)2627-2843

사업기간 : 매년 1월 ~ 3월

대입설명회(6월, 12월), 수시박람회(6월)

사업대상 : 관내 고등학생

[학부모아카데미] 2015 교육과정 소개, 진학 특강 등

사업내용 : 유엔 국제학교 컨퍼런스 참여

[온라인 특강] 방학기간 중 자기주도학습법 강좌 개설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22

진로진학소식지 교육금천 발행

이용대상 : 초·중·고등학생, 성인
수강료 : 무료(일부 재료비 별도)
사업내용 : 3D프린터, 목재 장비, 미싱 등 창작 공간 제공
신청방법 : 금천구 교육포털 > 통합예약시스템
> 교육/강좌 프로그램
(기관선택 : 무한상상스페이스)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190~3

청춘삘딩 운영
시설위치 : 시흥대로 138길 10-11(독산동)
이용대상 : 16~39세 청소년 및 청년
운영내용 : 청
 년 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온라인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문의 아동청년과 ☎(02)2627-2587

금천50+센터&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50플러스센터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전! 글로벌 탐험대’ 운영

[대입설명회 및 수시박람회]

[전문가 특강] 진로직업전문가 및 입학사정관 등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글로벌 이슈 관련 전 세계

시설위치

범안로17길 22

범안로 17길 22

이용대상

만 50~64세 주민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육내용

인생재설계 등

취미, 여가, 운동 등

문의

☎(02)892-5060

☎(02)807-5070

고등학생들과 토론을 통한 문화 교류)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14

스마트도서관 개관 및 운영
시설위치 : 2개소(금천구청역 앞, 독산역 2번 출구)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학교, 단체에 속한 동아리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방법 : 회원증 인식

발행시기 : 분기별 1회(3, 6, 9, 12월)

지원내용 : 동아리 당 50만 원 내외 지원

▶도서대여 및 반납

발행부수 : 7,000부

신청방법 : 시립금천청소년센터

※1인 2권, 14일간 대출

운영기간 : 2021.4.~ 11.(매주 월, 금 16:30~18:30)
참여대상 : 금천구 아동·청소년(초등3 ~ 중등3)

배부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문의 시립금천청소년센터 ☎(02)803-1318

문의 금천문화재단 ☎070-8891-0592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089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운영

글로벌인재학당 운영
시설위치 : 2개소(시흥초, 문성초)

문의 문화체육과 ☎(02)2627-2852

주요내용 : 맞춤형입시전략, 공부방법론, 고교 우수동아리 소개 등

금천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금빛나래학교) 지원

금천구 교육포털 홈페이지 운영

시설위치 : 문성로 51

운영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중·고등학생 중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이용대상 : 금천구민 누구나

교육내용 : 명사특강, 스포츠 대안교실, 자연친화 프로그램,

운영내용 : 원서 활용 동화 및 놀이형 외국어학습 개발, 운영

이용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운영내용 : 행
 .진.스쿨(행복한 진로체험 in school),
기업 현장 탐방, 대학 전공 멘토링 프로그램 등

문의 [시흥] ☎(02)802-0488, [문성] ☎(02)866-0488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23~2825, 2827~2828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14

이용대상 : 초등학생(1학년 ~ 6학년)

어르신복지센터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학생
운동 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등

강좌내용 : 평
 생학습, 정보화교육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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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건설과 스마트기술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주차정책 시행으로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 갑니다

주차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저층 주거지역과 골목길이 많은 금천구는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힘을 합쳐 여러 방면에서 주차장 확보 및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금천구의
주차정책과 주차장 이용 방법을 소개한다.

공영 주차장 현황 총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금천구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주차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 3년마다

6,309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내 주차면수에
대한 현황조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현황 및 동별

831면

독산3동
공영 422

그린파킹 214

부설공유 195

가산동
공영 669

898면

부설공유 176

공영 306

그린파킹 258

부설공유 5

가산동

990면

공영 370

지역과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구는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이

느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주차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열악한 지역에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주차

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가 밀집지역

관리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주변 공원이나 소규모 주택을 매입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공영 541

719면

시흥2동

시흥5동

공영 78

시흥2동

16면에서 20면으로 확장 조성한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골목은 집 담장을 없애고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시흥1동

그린파킹 165

조성한다. 또한 독산3동(18면), 시흥1동(9면)에 소규모

그린파킹 173

부설공유 5

부설공유 179

4,160.3㎡(지하 2층), 105면 규모의 주차장을 2022년까지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인접 주택을 추가 매입하여 기존

시흥4동

662면

낮은 독산2동에 마을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독산2동

시흥4동

부설공유 325

공영 318

실증적인 주차장 실태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린파킹 228

부설공유 25

독산2동

독산1동

그린파킹 146

시흥1동

주택가가 많은 금천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밀집

623면

독산2동

독산1동

주차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까지 병행하여 정확하고

독산3동

그린파킹 53

독산4동

공영 519

569면

독산4동

주차장 확보 정책으로 주차난 해소

102면

그린파킹 4

부설공유 20

활용도는 UP 주차난 DOWN 공공·민간주차장 공유사업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공공·민간주차장 공유사업도 추진 중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여 배정받은
주민이 출·퇴근 등으로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ARS 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주민이

시흥3동
공영 124

부설공유 40

398면

시흥3동

그린파킹 234

시흥5동
공영 339

부설공유 69

517

면

그린파킹 109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상점가 주변에 위치한 거주자우선주차장
300면에 실시간 주차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IoT센서 기반 스마트주차공유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향상하고 공유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대형
상업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민간 부설주차장을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고,
개방한 건물에 주차장 시설공사개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의 주차장 공유 모델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주관 생활교통 우수사례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대상 : 주택가, 이면도로,
공원부지 등
추진방법 : 부지매입 및 기존
시설 활용
건설현황 : 57개소 3,686면

그린파킹 주차장
사업대상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추진방법 : 담
 장/대문을 허물고, 조성하면
1면 기준 900만 원, 매 1면 추가
할 때마다 150만 원 지원
조성현황 : 872개소 1,584면

부설주차장 공유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에 소개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설관리공단과

사업대상 : 상
 업시설, 교회, 아파트 등
민간부설주차장
추진방법 : 비
 어있는 시간대 주민에게 개방,
시설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지원
운영현황 : 28개소 1,039면

협업을 통해 홈플러스(250면), 현대지식산업센터(165면), W-MALL(30면) 등의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아파트
최초로 SM엘루이 아파트 부설주차장 40면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문의 주차관리과 ☎(02)262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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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에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주차문제, 공유에 답이 있다!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

민·관이 협력하는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최근 조성된 공영주차장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위치 : 독산동 376-11 외 2필지
조성시기 : 2020.12.
사업규모 : 409㎡, 16면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방법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위치 : 시흥동 929-4
조성시기 : 2020.6.
사업규모 : 188.1㎡, 7면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방법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독산우시장 임시 공영주차장
사업위치 : 독산동 293-17
조성시기 : 2020.5.
사업규모 : 1,584.5㎡, 56면
운영시간 : 평일 08:30 ~ 19:00
운영방법 : 시간제 주차 운영

아파트·기업체 등의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고, 개방한 건물
에 주차장 시설 공사 개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합니다.

ARS PARKING(전화), 스마트폰 앱, IoT 센서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장 공유 문화
를 확산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 건축물 및 학교 5면 이상 개방·공유

[ARS PARKING]

가능한 부설 주차장
지원내용 : 시설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독산2동

마을공원 주차장 건설

사업위치 : 독산2동 1056-5
준공시기 : 2022.12.
사업규모 : 연면적 4,160.3㎡(지하 2층), [주차면수] 105면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고객 주차장을 조성
하여 이용자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합니다.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독산2동

사업규모 : 412.6㎡, 15면

소규모 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위치 : 독산동 376-11외 3필지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주차요금 카드결제

월 정기배정

[IoT 센서기반 스마트 주차공유]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21.9.부터

28개소 1,039면

운영대상 :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300면

문의 주차관리과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02)2627-1732

이용방법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실시간 주차 확인
문의 주차장만드는사람들 ☎1666-6248

최근 개방한 대규모 민간부설주차장
홈플러스 시흥점(100면 운영)

홈플러스 금천점(150면 운영)

사업위치 : 시흥대로136길 14

사업위치 : 시흥대로 387-2

[부지면적] 409㎡→543㎡,

개방시기 : 2020.2.

개방시기 : 2020.5.

[주차면수] 16면 → 20면

개방시간 : [평일·토요일·공휴일]

개방시간 :

조성시기 : 2021.12.
사업내용 : 기존 공영주차장 확장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독산3동

운영대상 :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634면

주차면 신청 주민에게

사업위치 : 시흥동 851-19외 2필지
조성시기 : 2021.9.

운영기간 : 2021.1.~12.(연중)

이용방법 : 전화 ARS(☎1666-8795) 주차등록 및

운영방법 :

조성 예정 주차장

스마트기술 활용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위치 : 독산3동 992-27 외 1필지

사업위치 : 시흥동 830-6
조성시기 : 2019.8.

사업규모 : 131.7㎡, 6면

오후 6시 ~ 익일 08시

평일·토요일·공휴일 : 전일

[매월 2·4번째 일요일] 미개방

주차요금 : 월 50,000원

주차요금 : 월 35,000원
문의 금천구시설관리공단 ☎(02)809-0061~7

문의 금천구시설관리공단
☎(02)809-0061~7

조성시기 : 2021.10.
사업규모 : 연면적 429.8㎡,
[주차면수] 18면

시흥1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위치 : 시흥1동 865-9 외 2필지

문의 지역경제과 ☎(02)2627-1304

SM엘루이 아파트(40면 운영)

W-MALL(30면 운영)

사업위치 : 시흥대로37길 20

사업위치 : 디지털로 188

개방시기 : 2021.5.

개방시기 : 2021.5.

개방시간 : 평일 07시~19시,

개방시간 : 평일 24시간,

주말·공휴일 : 미개방

주말공휴일 미개방

조성시기 : 2021.10.

주차요금 : 월 30,000원

주차요금 : 월 100,000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6.3㎡, [주차면수] 9면

문의 금천구시설관리공단 ☎(02)809-0061~7

문의 주차장만드는사람들 ☎1666-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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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간 구민과 함께한

마음까지 연결하는
금천의 하늘길을 걸어보세요

가산디지털단지역이
2023년,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안양천 횡단보도교 개통
독창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비대칭 사장교
형태인 안양천 횡단보도교 개통으로 독산1동
과 분소지역 사이에 주민 편의와 안전을 겸비한
안양천의 새 명소가 탄생했다.

총사업비 340여억 원으로 역사 1개 동을 기존 역사

사람이 승하차하는 역은 어디일까? 바로 가산디지털

옆에 신축하고, 기존 역사를 철거한 자리에 추가 신축을

단지역이다. 이곳은 1974년 개통 이후 50여 년 가까이

하는 확장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신축역사는 대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지키는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합실 면적을 현재 ‘0.42㎡/인’에서 ‘1.29㎡/인’ 규모로

역할을 해온 곳이다. 1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이기도

확대하고,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물론

한 가산디지털단지역은 국내 최대 IT벤처기업들의

승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도 마련한다. 출입구도 지상

집적지인 G밸리와 그 역사를 같이한다. 만여 개가 넘는

역사를 경유하지 않고 승강장에서 바로 지상으로

기업이 G밸리에 입주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섬유·의복,

연결해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기계 등 산업군별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확보한다. 신축공사는 올 하반기 착공을 시작하며

매일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2023년 하반기 준공한다.

세월만큼 가산디지털단지역 또한 균열, 누수, 도색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있는 가산동은 국토부의 3080+

분리 등 건물 곳곳 크고 작은 안전상의 불안 요인들이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거환경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개선 등 좋은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9년 가산디지털단지역 신축을 결정하고 지난해

금천구의 새로운 거점지역이 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공모를 통해 신규 설계(안)을 확정했다.

구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빛하늘다리’ 명칭이 1위로 선정됐다. 교량 상부에는

보도교’가 유유히 흐르는 안양천 위를 힘차게 가로지르

다리 위를 오가는 구민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고, 교량

며 새로운 하늘길을 열었다.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바닥에는 하천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강화유리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는 안양천 횡단보도교의 개통으로

1개소를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조명도 설치하여

안양천의 품위가 한껏 높아졌고, 안양천과 철도로

낮과는 다른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단절된 독산1동 분소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구민의 편의와 휴식처가 되어줄 안양천 횡단보도교는

주민들의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됐다. 특히 등하굣길

친환경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안천중학교 학생들의 불편이

금천의 얼굴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양천의

해결되고, 통학 안전까지 지킬 수 있어 일거양득의

낮과 밤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금천구민의

효과를 거둔다.

새로운 힐링 명소가 되어 많은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총공사비 약 95억 원을 투입했으며 2019년 5월 착

높이고 있다.

공하여 2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완성한 안양천 횡단
보도교는 폭 4.5~16m, 길이 200m 규모로 케이블을

문의 도로과 ☎(02)2627-1805

직접 연결하여 다리를 지탱하는 사장교 형태다. 다리
외관은 금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를 형상화했으며,
독산1동

‘금천의 하늘길’이라는 의미를 반영하여 디자인하였다.

파트
운아
홈타
현대
금천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중 출퇴근 시간대 가장 많은

금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안양천 횡단

구는 지난 3월 구민을 대상으로 횡단보도교의 특성과
상징성에 걸맞은 명칭을 공모하였고, 공모 결과 ‘금

안양천
횡단보도교

이랜드헤가든
아파트

롯데캐슬파크
1차 아파트

문의 교통행정과 ☎(02)2627-1725
꽃길
역벚
구청
금천

도로
간선
서부

천
안양

안천
중학교

1 금천구청역

16 동네방네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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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어른들이 한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금천 어린이 큰잔치

금천 어린이 큰잔치

‘친구야 노올자~’ 올해로 벌써 14번째인 이 행사는 마을 어른들의 자

‘친구야 노올자~’

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특별히 다른 방
법으로 마을 아이들을 만났다. 마을 곳곳의 거점공간 또는 온라인으

<글·사진 김은주 구민기자>

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마을을 기록합니다
- 가산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

<글·사진 김종임 구민기자>

조선왕조실록은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기록’의 가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까닭은 사
람의 기억은 왜곡되거나 소멸될 수 있지만, 기록은 소멸된 기억을 되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제

매년 어린이 큰잔치 행사를 주최하는 금나래 초등학교 강수미 선생

대로 준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나 마을에 대한 기록들은 더욱

님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4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준비해주

더 찾기 어렵다.

셨어요. 어린이날 신문 특별호를 제작하여 아이들의 자작시를 받아

금천구에서도 2017년 마을기록에 대한 고민으로 마을교과서를 만들

신문에 실었고, 가로세로 문제를 풀어 거점공간에 가면 선물을 주는

고 2019년 금천구마을공동체기록관을 만들었다. 하지만 금천구 전

등 각 단체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준비한 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는

체에 대한 기록으로 동별 세분화된 기록은 없다. 이에 가산동 주민자

시간대별로 참여자 신청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어느 거점에서든 선

치회는 2021년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으로 마을기록가양성과정(총

물을 받아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정말 기분 좋은 행사를 치렀습

13회차)을 기획하며, 마을기록의 이론부터 마을탐방, 기록물 생성까

니다.”

지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기획한 가산동주민자치회 G밸리분과장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의 일상이 달라지면서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김실비아 씨는 “올해 기록가양성과정을 통해 G밸리에 대한 기록과

있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

가산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기록은 중장

는 우리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

기적으로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을기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

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산동주민자치회를 찾아주세요.” 앞으로 가산동 마을기록가들이 마을
의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행사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달!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프로그램 ‘온가족 파티

우리끼리 파티 어때요?
<글·사진 채현하 구민기자>

하고 싶소’를 운영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구에 거주
금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2대(代) 이상의 300가구를 대상으로 즐거
운 가족파티를 할 수 있도록 파티 키트를 지원했다. 금천구건강가정·

금천구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 세미나 열려
<글·사진 이용곤 구민기자>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세미나가 열리는 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
터를 찾았다. 금천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주관하
는 이곳은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누구나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들의 참여를 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종미 센터장은 “작년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려하고자 우리동네나눔반장 발대식 및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

진행한 가족파티가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연령 및 대상을 더 확대

한 금천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집

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스위트 홈파티’(영유

중 강의를 진행한다. 지역사회 내 마을기업의 발굴은 물론 공공성과

아, 초등 자녀를 둔 가족), ‘플레이 홈파티’(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

수익성을 함께 키워나가며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

족), ‘나이스 홈파티(성인자녀를 둔 가족)’ 등 세 가지 파티 테마 중 하

한 강의다.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

나를 고를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가족프로그램의 특징이다. 금천구건

어주는 강의 방식이 인상깊었다. 앞으로 금천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

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월 홈페이지에 부모-자녀가 함께할

는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개발되어 활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재한다. 특별히 중·노년기 부부를 위한 스윙댄

하게 활동하여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살기 좋고 행복한

스 강좌가 진행 중이다. 더 많은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QR코드)를 통

마을로 가꿔 나가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찾아와 상담을 통하여 좋

해 확인할 수 있다.

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을기업에 한번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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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Notice
구정소식

금천구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혜택을 누려 보세요!

복지

2021년 금천구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4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찾아가는 무료 금융복지상담 신청자 모집

접수기간 : 2021.5.12. ~ 6.30.

시행일자 : 2021.5.1.부터

접수기간 : 2021.6.1. ~ 6.23.

업무내용 : 표본지점 적절성 확인 및 표본 가구 방문 1:1 면접조사

선정기준 : 소득·재산 기준 적용

상담일시 : 6.24. 13:00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unhye34@snu.ac.kr)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상담내용 : 가계부채 등 금융 관련 문제

문의 보건의료과 ☎(02)2627-2704

[재산기준] 가구당 1억3천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접수방법 : 전화신청

3천만 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문의 금천노인종합복지관 ☎070-7090-5414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21.6.14. ~ 7.30.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조사대상 : 금천구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방법 : 온라인(https://www.ecensus.go.kr)및 방문면접 조사
조사내용 : 사업체 사업내용, 사업실적 등
문의 기획예산과 ☎(02)2627-1367

자동차 소유자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모든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맞춤형 건강케어솔루션,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세전 연 1억 원)·

‘금천건강지킴(스마트)밴드’ 대상자 모집

재산(부동산 9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지원내용 : 생
 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 원),
장제급여(80만 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복지지원과 ☎(02)2627-1405,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행일자 : 2021.6.1.부터
신고대상 : 관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 계약 내용 등
신고방법 : 인터넷(rtms.molit.go.kr)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627-1332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보조금 찾지 말고

접속

ON

하세요!

정부 보조금24 운영 안내

모집기간 : 2021.6.1. ~ 6.18.
모집인원 : 청소년운영위원 15명
접수방법 : 페이스북 독산청소년문화의집(@doksanyouth) 온라인 신청
문의 독산청소년문화의집 ☎(02)809-9380

지원대상 : 6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중 전담 관리인이 지정된 곳
※아파트 및 현재 신축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불가

문의 청소행정과 ☎(02)2627-1483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납부기간 : 2021.6.16 ~ 6.30.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사업내용 : 과
 세 불복 관련 무료 세무상담 및 이의신청 등
신청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상담(필요 시 대면상담)
문의 [전통시장전담] 박부현 마을세무사
☎(02)808-1112, cta3847bh@naver.com
[소상공인전담] 이중현 마을세무사
☎(02)862-1293, tax00700@hanmail.net

영양 비대면 건강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전
 화접수
문의 건강증진과 ☎(02)2627-2757

‘태아와 함께 『숲』에서 소풍하기’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 2021.5.18. ~ 7.3. 기간 중 총 22회
운영시간 : 주중 [1차]12:00~13:30 [2차]14:00~15:30
주말 [1차]10:00~11:30 [2차]12:00~13:30
모집대상 : 임신 16~32주 임신부(금천구민) ※회당 5명 이내
운영장소 :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
운영내용 : 명상, 요가, 이유식그릇ㆍ모스테코액자ㆍ 		
기저귀가방 만들기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운영기간 : 2021.5월 ~ 12월

문의 건강증진과 ☎(02)2627-2644

상담시간 : 매주 목요일 10:00∼18:00
[온라인] 평일 10:00∼18:00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지원 안내

운영장소 : 청춘삘딩 2층 세미나실
신청방법 : ‘금천청년주거상담’ 카카오톡 채널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안내(연중)

한방으로 다스리는
난임치료 신청 안내

신청
기간

5.18.(화) ~ 7.3.(토) 총 22회

4.26.부터 ※16쌍 선착순 마감

신청
대상

금천구에 주소 등록된 임산부

만 41세 이하 여성
(1979년 이후 출생자)

운영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등

한약비용의 90% 지원
(치료 3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신청]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seoul-agi.seoul.go.kr/smom)

문의

☎(02)2627-2649

☎(02)2627-2675

문의 청춘삘딩 ☎070-4139-7752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1.5.1. ~ 6.18.
신청대상 : 장
 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 [ 온라인] at4u.or.kr [오프라인] 금천구청
홍보디지털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지원제품 : 특
 수(안구) 마우스, 독서보조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납부방법 : 서울시ETAX시스템(etax.seoul.go.kr), 전용 계좌이체

지원금액 :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20% 본인부담)

문의 세무2과 ☎(02)2627-2352

운영내용 : 스마트밴드와 앱을 통한 운동,

2021 금천청년 무료 주거상담 서비스 안내

납부대상 :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납부기한 경과 시 지방세의 3% 가산금 부과

운영장소 : 금천구보건소 3층 비만클리닉

권리구제 지원

지원내용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1개, 수거용 비닐봉투 2회(최초 1회, 추가 1회)
신청방법 : 청소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대상 : 금천구민 중 비만 및 대사증후군 해당자

이용대상 : 금천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모집대상 : 금천구 거주 청소년 누구나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사업(연중)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안내(연중)

모집기간 : 2021.5.1.부터(상시모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의 50% 할인
문의 홍보디지털과 ☎(02)2627-1117

20

21

주

교육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6월~7월 운영 프로그램 안내
1:1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특강

신청기간

2021.6.1.부터

2021.5.24.부터(선착순)

신청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학습심리상담, 학생부종합
1:1 컨설팅

고교학점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변화하는 입시
이해하기 주제 특강

운영내용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카페 ‘기억다방’ 운영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2021.6.21.(월) 10:00부터

접수기간 : 2021.5.24. ~ 5.28. 14시까지

경증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교육기간 : 6.1. ~ 6.30.(교육과정별 요일·시간 상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입니다.

교육내용 : 기타교실, 종이공예, 캘리그라피, 정리수납 등

접수방법 : 콜센터 전화 접수 또는 금천구청 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수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 12시,

수강신청 : 금천구 교육포털 : http://edu.geumcheon.go.kr

교육대상 : 금
 천구민 중 만 5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운영위치 :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로비
이용대상 : 치매안심센터 검진 및 상담 대상자

문의 구민 정보화 교육 콜센터 ☎(02)2627-1119

문의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02)3281-9082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상상쏙쏙 미술교실

2021 금천구 북스타트 책꾸러미 그림책 배포

지원자격 : 만 15세 이상 금천구민

신청기간 : 2021.5.24.부터(수강료 4만 원, 재료비 별도)

북스타트코리아와 서울시, 금천구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 : 건물보수, 옻칠나전, 외식조리, 조경관리 등

교육일정 : 유아미술(화, 목), 초등미술(수, 금)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유아미술(6~7세), 초등미술1(1-2학년), 초등미술2(3-6학년)

배부기간 : 2021.5월 ~ 12월

문의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02)868-6856

배부대상 : 금천구 거주 35개월 이하 영유아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하반기
무료 기술교육생 모집

2021 도시정책 공유를 위한 [도시학교] 운영안내

모집기간 : 2021.6.1. ~ 8.15.

운영방법 : 10개 동주민센터 순회 교육(동별 1회)

※교육비 전액무료, 취업알선, 실기검정료 1회 지급,

참여대상 :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식비 무료
지원방법 : 온라인(www.nbedu.or.kr) 접수

운영일정 : [6월] 시흥1,2동 [7월] 시흥3,4동 [8월] 시흥5동, 독산1동
[9월] 독산2,3동 [10월] 독산4동, 가산동

수령방법 :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각 동주민센터 방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신청자 모집

문의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031)390-3920~2

운영기간 : 2021.6.5 ~ 10.16(매주 월, 금 10:00~13:00)

※ 동주민센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금천구 청소년

2021년 금천구 배움플래너 모집

문의 도시계획과 ☎(02)2627-1555~6

교육장소 : 금
 나래아트홀,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모집기간 : 2021.5.21. ~ 5.31.

금천구 도시재생대학 5기 교육생 모집

모집대상 :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고 배움플래너로 활동 가능한 구민

모집기간 : 2021.5.24. ~ 6.4.

활동기간 : 2021.6월 ~ 12월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hanek@geumcheon.go.kr)

교육기간 : 2021.6.7. ~ 6.11.
교육내용 : 금천구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청방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또는
이메일(sunflower4@geumcheon.go.kr) 접수
문의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02)2627-1578

신청방법 :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gcfac.or.kr) 모집 공고(5월~6월)

지참서류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아기수첩
[책꾸러미 구성]
- 그림책(2권), 가방, 북스타트 가이드북
- 단계별 그림책 2권 1인당 1회에 한하여 수령 가능하며
소진 시까지 배부

문의 문화체육과 ☎(02)2627-2857

교육내용 : 예술 감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 안내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디지털 웹 퍼블리싱 및 온라인마케팅
전문가양성과정 모집

도시재생기업(CRC)의 이해 등

(대면, 비대면 병행 수업)

문의 금천문화재단 ☎070-8891-0592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35

교육방법 : ZOOM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목요일 오후 1시 ~ 4시

교육과정 : SNS 인스타그램 배우기 등 5개 과정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22, 2825

신청방법 : 도시계획과 전화 신청

신

6월 온라인 구민 정보화 교육 개설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38

운영기간 : 2021.6월~10월

단

금천구 평생학습관 7~9월 강좌 안내
※선착순 마감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사전예약제)

요

2021 금천구 도서관 BOOK FESTIVAL 개최

기여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 2021.6.1. ~ 6.5.

운영기간 : 2021.1.1. ~ 12.31.
신청대상 : 승용차를 소유한 금천구민

교육기간 : 2021.6.9. ~ 9.28.(월~금/460시간)

참여대상 : 금천구 주민 누구나

교육대상 : 실업자, 졸업예정자, 취업취약계층 ※금천구민 우선 선발

행사장소 :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교육내용 : 웹디자인(포토샵,일러스트), 웹기획, 웹표준코딩(HTML) 등

주요내용 : 꿈
 꾸는 공연(그림책 콘서트), 꿈꾸는 강연

신청방법 : 금천HRD협회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 서
 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주행거리 등록
문의 환경과 ☎(02)2627-1525

(북토크, 인문학 특강), 꿈꾸는 체험행사(도서관 투어) 등

문의 금천HRD협회 ☎(02)806-1700

문의 금천문화재단 ☎070-8891-6599

「코로나19 대응」 20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도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사업체명

직무 및 직종

학력

급여

6월 일자리 정보

(주)아이티커머스코리아

IT 기술영업원(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무관

(연봉)2,200만 원 이상

구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주)케이앤씨텍

기술 영업원

초대졸

(연봉)3,500만 원 이상

(주)대원디앤피

책·인쇄물·출판 디자이너

무관

(월급)230만 원 이상

(주)세계일보제작단

일반 영업원

무관

(연봉)3,700만 원 이상

(주)오리온기전

영업·판매 관리자

무관

(연봉)2,200만 원

금천구 일자리센터 ☎(02)2627-1150
※ 위 업체 취업 희망 시 금천구 일자리센터로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알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구인사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에스텍이앤지주식회사

캐드캠 기능원

무관

(연봉)2,600만 원

교육대상 : 금천구 소속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

금나래아트홀 기획공연 안내
공연일시
관람장소

교육기간 : 2021.5.3. ~ 6.30.

오페라, 사랑의 묘약

말랑말랑 콘서트

6.12(토) 14시/ 17시 (1일 2회)

6.30(수) 19시 30분

온라인 교육(1시간 교육 이수)
문의 안전도시과 ☎(02)2627-1058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티켓가격

전석 1만원

전석 무료

관람방법

인터파크 티켓

사전전화예약

문의 금천문화재단 ☎(02)2627-2999

교육방법 :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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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아이디어 공모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선정합니다

2021 제4회 금천구
비대면 주민총회 개최

가산동 주민총회
기간 : 6.7.(월) ~ 6.10.(목)
※현장투표 : 주민센터 앞(6.7. ~ 6.10.)
개표 : 6.10.(목) 18시

기간 : 2021.5.24. ~ 6.14. (동별 상이)
방법 : 비대면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병행)
개표 : 동별 온라인 생중계
결과 : 개표 후 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문의 가산동 주민자치회 ☎(02)2104-5542

시흥3동 주민총회
9.(수)
기간 : 6.1.(화) ~ 6.
스
센터 1층 야외테라
※현장투표 : 주민
(6.1. ~ 6.9.)
제공 예정)
:30(녹화 콘텐츠
개표 : 6.9.(수) 18
-5683
자치회 ☎(02)2104
문의 시흥3동 주민

기간 : 6.1.(화) ~ 6.10.(목)
※현장투표 : 주민센터 1층(6. 7. ~ 6. 10.)
[거점투표소(1개소)]

[거점투표소(2개소)] 쌈지공원,
맛나는거리(5.31.)

		 (6.7. ~ 6.11.)
		 [거점투표소(1개소)] 아울렛마트 앞

※현장투표 : 주민센터 1층 사이정원
(5.24. ~ 5.28)

[야간 투표소] 삼익아파트 앞
(6.9.(수) 18:00 ~ 20:00)

기간 : 6.7.(월) ~ 6.11.(금)

개표 : 6.11.(금) 14:00

※현장투표 : 시흥1동주민센터 앞마당

문의 시흥4동 주민자치회

(6.7.(월) ~ 6.11.(금))

☎(02)2104-5703

개표 : 6.11.(금) 16:00
문의 시흥1동 주민자치회 ☎(02)2104-5643

6.11.(금)
※현장투표 :
동주민센터(6
.7~6.11)
[거점투표소(2
개소)]
남문시장(6.8
.), 목화공원(6
.10)
개표 : 6.14.(월
) 14:00
문의 독산3동
주민자치회 ☎
(02)2104-560
2

[방문 및 우편접수] (08611)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기획예산과(6층)
※최종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 증정
문의 기획예산과 ☎(02)2627-1094

2021년 금천구 제안공모
접수기간 : 2021.6.10.(목) ~ 6.30.(수) 18:00(예정)
공모자격 : 금천구 주민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학생
공모분야 : [자유제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이메일] hiyoo22@geumcheon.go.kr
[방문 접수] 금천구청 7층 마을자치과

문의 독산2동 주민자치회 ☎(02)2104-5583

기간 : 6.7.(월
)~

[온라인 접수] noraijoa@geumcheon.go.kr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금천1번가 홈페이지

개표 : 6.9.(수) 16시

독산3동 주민
총회

제도개선 등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6.7. ~ 6.10.)

시흥1동 주민총회

기간 : 5.24.(월) ~ 6.4.(금)

기간 : 6.7.(월) ~ 6.11.(금)

문의 독산4동 주민자치회 ☎(02)2104-5623

문의 독산1동 주민자치회 ☎(02)2104-5562

독산2동 주민총회

시흥4동 주민총회
※현장투표 : 시흥4동 주민센터 1층 Cafe시4랑

개표 : 6.11.(금) 11시

※금천구 공무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 제외
공모분야 : 자유제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수방법 : 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개표 : 6.4.(금) 14:00

독산1동 분소 앞(6.8. ~ 6.9)

신청자격 : 금천구 주민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학생

(행사성, 프로그램 사업은 2천만 원 이내)

기간 : 5.28.(금) ~ 6.4.(금)

독산1동 주민총회

접수기간 : 2021.6.30.(수)까지

※사업비 1억 원 이내

독산4동 주민총회
※현장투표 : 동주민센터(6.1.~6.3.)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공모

시흥2동 주민총회
기간 : 6.4.(금) ~ 6.10.(목)
※현장투표 : 주민센터 앞 광장(6.8. ~ 6.10.)
[거점투표소(2개소)]
벽산1단지 관리사무소(6.8),
		 벽산5단지 수요장터 (6.9)
개표 : 6.11.(금) 10:00
문의 시흥2동 주민자치회 ☎(02)2104-5663

민총회
시흥5동 주

.(목)
화) ~ 6.10
. ~ 6.10.)
기간 : 6.1.(
앞마당(6.7
터
구, 		
센
민
:주
무시장 입
※현장투표
소)은행나
개
(2
소
표
0.)
[거점투
(6.7. ~ 6.1
중앙점 앞
고
금
을
새마
(금) 15:00
개표 : 6.11.
치회
5동 주민자
문의 시흥
4-5723
☎(02)210

발표일자 : 7월 중 시상 예정
문의 마을자치과
☎(02)2627-2203

나풀나풀 온라인 주민투표
투표기간 : 2021.6월 중 7일간(금천구청 홈페이지 공지)
참여대상 : 금천구 주민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학생
투표내용 : 2022년 금천구 협치사업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투표
투표방법 :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mvoting.seoul.go.kr)
및 모바일 앱
문의 마을자치과 ☎(02)262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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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공감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식

독산4동

주민자율방역단(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 개최
가산동

금천어르신복지센터 후원물품 전달
전달일자 : 2021.5.3.(월)

행사일시 : 2021.5.11.(화) 11:00
행사장소 : 금천한내 다목적 광장
행사내용 : 주
 민자율방역단 발대식 및 조은성 고문님
30년 기념장 수여

금천베이스볼파크 개장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금천
베이스볼파크로 인해 건강도시 금천의 여가
시설이 한층 다양해졌다.

전달대상 : 저소득 어르신 가구 50명
후원내용 : 방역용품 및 식료품이 담긴 선물세트 50박스
후원기관 :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범안로17길 22, ☎(02)892-5060)

독산1동

시흥1동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산업단지로 정보·통신,

여름철 안전관리수칙 및 퀵보드 안전운행
가두캠페인 실시
행사일시 : 2021.5.17.(월) 10:00 ~ 11:30
행사장소 : 시흥사거리 기업은행 앞 횡단보도

컴퓨터, 전기·전자, 지식산업 등 각종 IT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G밸리에 구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리틀야구장 ‘금천베이스볼파크’가 개장됐다.
지난 4월 30일 금천구 체육회, 금천구 야구소프트

금천베이스볼파크가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원래

볼협회, 금천구 리틀야구단, 양준혁 전 야구선수 등 야구

빗물펌프장 유수지였기 때문이다. 보통 빗물펌프장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하고 문을 연

도시 외곽에 있는 기피시설로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금천베이스볼파크는 가로×세로 41m 규모의 인조잔디

공간이지만, 금천베이스볼파크를 통해 주민친화공간인

구장이다.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닥 인조잔디,

체육시설로 거듭나면서 금천구민이 건강한 일상을

안전펜스, 조명시설, 선수대기실, 유수지 상부 녹지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유수지

행사장소 : 2층 늘솔나루 마을활력소

활용한 실내연습장을 설치했으며 탄탄한 그물망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야구를 사랑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똑똑한 분리배출’ 캠페인 안내

행사주관 : 시흥2동 주민자치회

구장을 에워싼 특수 설계 야구장으로 금천구민이라면

구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특별 한 공간이 된 금천

사업기간 : 2021.11월까지 ※매월 세 번째 목요일 10:00~18:00

문의 시흥2동 주민센터 ☎(02)2627-1896

언제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자 야구

베이스볼파크 개장으로 도심 속 유 휴공간의 활용도가

꿈나무를 위한 희망의 공간이다.

높아지고 금천구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이 한층

운영시간은 매일 10:00부터 20:00까지이며, 1일 총

다양해졌다.

이웃살피미 워크숍 개최
행사일시 : 2021.5.14.(금) 14:00 ~ 16:00

행사내용 : 여
 름철 폭염·태풍 대비 안전수칙 행동요령,
전동퀵보드 개정법안 내용 안내

행사장소 : 독산1동 주민센터 3층 나눔교실
행사내용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예방사업의 이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동사례 등

독산2동

시흥2동

늘솔나루 마을활력소 개소식 개최
행사일시 : 2021.5.6.(목) 15:00~16:00

사업장소 : 독산2동 주민센터 1층 사이정원
사업내용 : 사용한 투명 폐페트병을 라벨 제거 후,

시흥3동

세척하여 압축한 뒤 제출하면 20개당 쓰레기
종량제봉투 1장(20리터)과 교환
※투명 폐페트병만 수거
문의 독산2동 주민센터 ☎(02)2104-5582

독산3동

새마을부녀회 녹색장터 행사 안내

5회(1회 2시간) 운영한다. 이용방법은 현장 접수를

전시일시 : 2021.6.7.(월) ~ 6.11.(금) 09:00 ~ 18:00

통해 배정을 확정하며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는 금천구

전시장소 : 시흥3동 주민센터 2층 도란도란 커뮤니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주요내용 : 사진전과 그림전 수상작 및 출품작 전시

시설관리공단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설하여 온라인

행사주관 : 시흥3동 주민자치회
문의 시흥3동 주민센터 ☎(02)2104-5682~3

시흥5동

행사장소 : 독산3동 주민센터 앞
행사내용 : 기부 및 중고물품 판매 후 수익금 일부
불우이웃돕기 사용

문의 독산3동 주민센터 ☎(02)2104-5319

전달일자 : 2021.5.4.(화) 전달장소 : 시흥5동 주민센터
전달대상 : 시흥5동 관내 7개 복지시설
후원내용 :㈜모나미 문구류 1,000만 원 상당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G밸리
하우스디어반

천
안양

행사주관 : 독산3동 새마을부녀회

(주)모나미 후원물품 전달

문의 금천구시설관리공단 ☎070-4490-7560

도로
간선
서부

행사일시 : 2021. 6. 16.(수) 10:00 ~ 15:00

너와나, 그리고 장미사진전 & 별별 마을그림전시 안내

벽산디지털밸리 2차

금천베이스볼파크
(가산디지털2로 169-44)

서울디지털
운동장
먹거리촌
대륭테크노
타운 5차

우리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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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금천

선열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외국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扩大外国人单亲家庭子女抚养费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根据新修订的《单亲家庭支援法》规定，今年5月起抚养韩
国籍子女的外国人单亲父母无论是否结婚均可获得政府提供
的抚养费补贴。修订前，未与韩国公民构成婚姻关系的外国
人单亲父母不属于子女抚养费支援对象，处于多元文化单亲
父母支援死角。此外，单亲父母领取生计津贴者(中等收入
30%以下)也可获得每月10万韩元的子女抚养费。向25~34
周岁的青年单亲父母提供额外子女抚养费。青年单亲父母的
子女不满5周岁的，每人每月发放10万韩元，6∼17周岁发放
5万韩元。

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
원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 생계 급여를 받는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게 된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조

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

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

급한다. 청년 한부모의 자녀가 만 5세 이하면 1인당 월 10만 원, 만 6

정신을 기리며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17세면 월 5만 원을 받는다.

슬픔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책 제목 : 님은 조국의 별이 되어
지은이 : 조재구

咨询 : 外国人综合咨询中心 ☎1345

Eligibility of child raising support for
alien single parents expanded

국립묘지는 또 다른 의미의 대한민국이다. 이곳에 묻힌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

With the amendment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ny nonKorean single parent raising a child with Korean nationality can apply for
financial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To date, the Act did not
include an alien single parent not married to a Korean spouse in the scope
of eligibility; thus creating blind spots in th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As per the amendment, this system will support monthly child raising
expenses of up to KRW 100,000 even if the single parent is the subject
of living wage support (whose income is less than 30% of the median
income). In addition, “young single parents” ages 25 ~ 34 will be provided
with additional support for child raising expenses. Child raising expenses
support of KRW 100,000 per month will be provided to a child younger
than 5 years old and born to a “young single parent,” whereas those
between 6 and 17 years old will be eligible for expense support of KRW
50,000 per month.

국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국립묘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

Information : Contact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출판사 : MCN미디어

최종임
전몰군경유족회장,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장

6월은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리고 이분들을 기리는

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를 알리고자 지면을 빌려 「님은 조국의 별이 되어」라는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은 서울·

☎1345

Mở rộng tài trợ tiền nuôi dưỡng trẻ em cho
gia đình bố hoặc mẹ đơn thân là người nước
ngoài
Theo sửa đổi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bố hoặc mẹ đơn thân” bố hoặc
mẹ đơn thân người nước ngoài nuôi dạy trẻ em quốc tịch Hàn Quốc
từ tháng 5 năm nay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chi phí nuôi dưỡng
của chính phủ bất kể có kết hôn hay không. Trong thời gian qua, bố
hoặc mẹ đơn thân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kết hôn với người dân
Hàn Quốc đã không được đưa vào đối tượng hỗ trợ chi phí nuôi
dưỡng trẻ em và đã có một điểm mù để hỗ trợ phụ huynh đa văn
hóa. Ngoài ra, ngay cả khi một phụ huynh nhận được trợ cấp sinh
hoạt (dưới 30% thu nhập trung bình), họ sẽ nhận được 100,000 won
một tháng. Ngoài ra, một phụ huynh trẻ từ 25 tuổi trở lên đến dưới
34 tuổi sẽ được trả thêm phí nuôi dưỡng trẻ em. Nếu con cái của
một phụ huynh trẻ dưới 5 tuổi thì mỗi người sẽ nhận được 100,000
won mỗi tháng, đủ từ 6 đến 17 tuổi sẽ nhận được 50,000 won mỗi
tháng.
thắc mắc :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nước ngoài ☎1345

대전국립묘지 내 비석 옆에 유가족들이 남긴 860여 편의 헌사 중 165편을 간추려 소개한다. 나라를 위해 몸 바
쳤던 선열의 숭고한 뜻과 함께 헌사를 남긴 이의 애틋한 마음이 곳곳에 녹아 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이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교육프로그램

국립묘지의 존재를 깨닫고 이곳이 특정인만 오는 장소가 아니라 온 국민이 자연스럽게 찾는 공간이 되길 바란

<6월 교육문화 온라인 프로그램>

다. 나의 아버지께서도 6·25전쟁 전사자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셨다. 부모를 잃은 유가족으로서 유족들의 슬
픔과 소망을 담은 시들은 가슴에 영원히 맴도는 말이었으며, 애틋함을 느끼게 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애국선열이나 전몰장병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호국의 달 6월
한 달만큼은 온 국민이 국립묘지에 잠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려주었으면 한다.

Geumcheon Global Village Center
June Education Program

프로그램

요일

시간

Program

한국어 초급 1/2

월·화·목·금/월·수·금

13:00/10:00

Korean Beginner 1/2

한국어 중급 1/2

화·목/월·수

10:00/15:00

Korean Intermediate 1/2

한국어 고급

화·목

15:00

요가교실

수·토

10:30

요리교실

수·금

컴퓨터교실

화·토

Day of the week

Time

Mon. Tue. Thu. Fri./Mon. Wed. Fri. 13:00/10:00
Tue. Thu./Mon. Wed.

10:00/15:00

Advanced Korean

Tue. Thu.

15:00

Yoga class

Wed. Sat.

10:30

14:40

Cooking class

Wed. Fri.

14:40

15:00

Computer class

Tue. Sat.

15:00

※ 이용대상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	Target : Foreigner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사회통합·조기적응(법무부) : ☎1345 www.socinet.go.kr

Social Integration·Early Adjustment Inquiries: Ministry of Justice Call

문의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산로 116) ☎(02)2627-2884

Center ☎1345 www.socinet.go.kr
Info. Geumcheon Global Village Center (116 Gasan-ro) ☎(02)2627-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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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열린 의회.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 http://council.geumcheon.go.kr 의회사무국 ☎(02)2627-2442~3

의회

금천구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의회

금천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폐회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 5분 발언 -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 의원들은 지난 5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 제228회 임시회가 지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칭하며 오염수의 희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석을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은 제거하여 순차적으로 수십 년간 방류하기 때문에 문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제가 없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오염물질의 총량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방류를 지속한다면 이

더불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는 안전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한 해양 오염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뿐

동의안」 등 16건의 의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만 아니라 나아가 전 해양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

원안 가결했다. 또한 김용술 의원과 이경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금천구 조례정비 및 개선의 필요성

이라고 말했다. 백승권 의장은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

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여 전달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런

먼저 발언을 한 김용술 의원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맞춰서 조례 개

부적절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하루빨리 철회할

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천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옥 의원은 “주민자치 시행과 주민자치회 운영은 법적인 근거가 불안정한 행정
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실제적인 권리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자
치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승권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수백
명대에서 꺾이지 않고 4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인다.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예방접종이 마지막까
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백승권 금천구의회 의장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 동참
백승권 금천구의회 의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9일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
에 동참했다.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에 대
응하고자 범국민 연대와의 협력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며, 포(4)함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6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
은 백승권 의장은 “금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네 번째로 작은 자치
구이며, 64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서울 평균인 16.1%보다 많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현황

• 김경완 의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용술 의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류명기 의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윤영희 의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강수정 의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은 17%이다. 따라서 금천구의회는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
능한 행복한 사회를 위해 종합병원 건립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천구의회 홈페이지(council.geuncheon.go.kr) ▶ 회의록 검색 ▶ 의안 현황 코너에서 제228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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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금천구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 금천구를 만들어갑니다.
금천향기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궁금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퀴즈왕의 정답과 함께 구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blog.naver.com/geumcheon1

제40회 우리동네 퀴즈왕

facebook.com/geumcheonsuda
story.kakao.com/ch/geumcheonsuda/feed

2021년도 <금천향기> 퀴즈타임

twitter.com/geumcheonsuda2
instagram.com/geumcheonsuda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제39회 우리동네 퀴즈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이곳'은 1974년 개통 이후 50여 년 가까이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지키는 하나

감사드립니다. 6월호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
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의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2019년 신축공사 계획이 확정되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이기도 한 '이
역은' 어디일까요?

▶ 지난 호 정답 : ③

병원

당첨자 : 임○준(시흥동), 김○희(독산동), 박○혜(시
흥동), 김○회(시흥동), 김○희(시흥동), 김○배(독산

① 구로디지털단지역

② 금천구청역

동), 전○조(어은리), 김○미(독산동), 김○숙(독산동),

③ 신대방삼거리

④ 가산디지털단지역

김○현(시흥동), 오○임(독산동), 박○진(시흥동), 김
○아(독산동), 박○미(시흥동), 이○제(시흥동), 최○
영(시흥동), 한○금(시흥동), 김○연(시흥동), 이○기
(가산동), 서○민(시흥동)

문제를 풀고 6월 9일(수)까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 중

정기구독신청

2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우편 :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8층 홍보디지털과

전화 : ☎(02)2627-2022

•이메일 : geumcheon1@naver.com (※ 성함, 주소, 연락처 모두 필수 기재)

이메일 : geumcheon1@naver.com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변환
출력코드 <보이스아이>가 삽입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6월 <금천향기> 표지 이야기
금천에 금빛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9
년 공사를 시작해 올해 6월 개통식을 앞둔 안
양천 횡단보도교입니다. 날렵하고 곧게 뻗은
다리 위를 자유롭게 오가며, 구민과 막힘없는
소통으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겠습
니다.

발행인 : 금천구청장
발행일 : 2021년 5월 25일 <6월호>
편집인 : 홍보디지털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금천구청)
전화 : ☎(02)2627-2022
홈페이지 : www.geumcheon.go.kr

우리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금의 이 평화에 감사합니다.

정책특집

테마기획

금천이슈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금천

주택가
주차난 해소

가산디지털단지역 신축
안양천 횡단보도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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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극복!
금천구가 함께 합니다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피해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가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1.5.31 ~ 7.30.
◦ 운영시간 : 평일 10:00 ~ 17:00
◦ 운영장소 : 구청 1층 피아노홀
◦ 문의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
금천구청 홈페이지 내용 참조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에서 추가
지원(60~150만 원 지급)

’21.2.28. 이전 개업하고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에 지원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100~500만 원)

※서울시에서 문자 수신 후
신청 가능

폐업 소상공인
지원
’20.3.22 ~ ’21.5.23.까지
폐업 신고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금천구에서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지원
(50만 원 지급)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개관시기

2021년 6월 중

운영시간

화 ~ 토 09시 ~ 18시, 목(야간운영) 09시 ~ 21시

사업위치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505호~507호

사업내용

맞춤형 상시상담, 학생부종합 1:1 컨설팅,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특강 등

문

교육지원과 ☎(02)2627-2822, 2825

의

금천형 특별
신용보증대출
금천구 소재의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 신용등급 9등급까지
확대, 1년간 이자 지원
(최대 3,000만 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