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변환
출력코드 <보이스아이>가 삽입됩니다

밤에 걷는 호암늘솔길
아름다운 산림 경관과 치유의 공간인 호암늘솔길이
밤에도 환히 불을 밝힌다. 호압사에서 시작된 길은
호암1터널까지 이어지며, 은은한 조명 아래 숲속 야경을 뽐낸다.

테마기획

금천은 지금

공간, 공감

2021
달라지는 금천정책

10洞10色 지역맞춤형
생활 SOC 사업 소개

숲세권 금천
호암늘솔길, 금천녹색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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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우리 함께 이겨내요
금천구는 지역 내 철저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펼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천구 코로나19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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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직장

65

활동별(단위:명)

대륭20차,
가산동 어려운 이웃에 성품 전달

롯데건설, 금천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물품 후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건강간식(우유) 지원

지난 12월 23일(수) 대륭테크노타운 20차(가산동

지난 12월 23일(수) 롯데건설이 초록우산 어린이

금천구청은 지난 1월 8일(금) 금천구청 광장에서

소재) 입주업체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재단과 연계해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에 태블릿 PC,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가산동주민센터에

노트북 등 학습장비와 간식 선물세트 등 6천만 원

가정 내 아동·청소년에게 건강간식을 제공했다.

성금과 성품(총 85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롯데건설은 “학업의지는

동마다 가정 수별(960세대)로 2박스(48개)씩

2018년부터 매년 자발적 기부릴레이를 이어오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락토프리 우유를 배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있으며, 올해는 35개 업체가 참여하여 백미 20kg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27개소에 981박스(23,544개), 정신건강복지

(100포), 이불 30채, 손 소독제, 현금 60만 원 등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센터(저소득 아동·청소년) 79명에게 인당 1박스씩

한부모가족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달했다.

후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괄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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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집콕 챌린지

쉽게, 편하게, 맛있게

우리집 셰프 도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일상적인 외식도
꺼려지는 요즘, 간단한 홈쿡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려보면 어떨까? 직접 요리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주춤해진
일상의 여유와 활력을 되찾아보자. 집에서 재미있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레시피를 소개한다.

남녀노소 다 즐거운

또띠아 피자

*또띠아(토르티야, Tortilla) 옥수숫가루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팬에 구워 만든 멕시코 빵

재료 또띠아, 토마토소스, 피자치즈, 토마토, 바질
요리순서
Step 1 또띠아에 피자치즈를 얇게 올리고 또띠아를 한 장 더 덮어준다.
Step 2 새로운 또띠아 위에 토마토소스를 고루 발라준다.
Step 3 얇게 썬 토마토와 피자치즈를 듬뿍 올려준 뒤 바질로 장식한다.
Step 4 또띠아를 프라이팬에 넣고 뚜껑을 닫은 뒤 치즈가 녹을 때까지 약한 불로 익혀준다.

맛있는 다이어트,

두부 유부초밥
재료 유부초밥 세트, 두부
요리순서
Step 1 두부의 물기를 제거하고 숟가락으로 으깨준다.
Step 2 으깬 두부에 유부초밥 세트에 있는 소스와 조미 볶음을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Step 3 유부 속을 벌려 만들어둔 재료로 속을 채운다.
Step 4 그 위에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등을 올려 먹으면 더 맛있다.

구름같이 푹신한

딸기 오믈렛
재료 핫케이크 믹스, 계란, 우유, 생딸기, 생크림
요리순서
Step 1 핫케이크 믹스에 계란과 우유를 고루 잘 섞어 반죽을 만든다.
Step 2 한 국자 정도 반죽을 떠서 적당한 두께로 노릇노릇 잘 구운 시트를 만든다.
Step 3 잘 구운 시트를 반으로 접어 한 김 식힌다.
Step 4 시트 사이에 생크림과 딸기를 올리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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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하면 힘이 되는

지원정책

2021년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특별확대 발행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가족돌봄휴가 지원

발행일 : 2021년 2월 초 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신청

발행규모 : 총 390억 원 (상반기 180억 / 하반기 210억)

- 우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할인율 : 1 0% 할인구매

신청기한 : 가족돌봄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구매한도 : 1인당 월 70만 원/보유한도 200만 원)

신청방법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신청

지원대상 : 2020.9.9.~12.31.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처 :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구매처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15개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금액 : 일 5만 원,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문의 지역경제과 ☎(02)2627-1302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제로배달 유니온 전용 ‘금천힘콕상품권’ 발행
발행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 10:00~예산 소진 시까지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조치 연장(~’21.6.30.)

할인 구매한도 : 1인당 월 10만 원, 보유한도 200만 원 / 할인율 10%

지원대상 :

사용처 : 제로배달 유니온 앱 7곳(모바일 전용)

-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76,290원) 이하

구매처 :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판매 참여 앱 14곳

- 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1,000만 원 이하

유효기간 : 구매일로부터 12개월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문의 지역경제과 ☎(02)2627-1302

(단, 3개월 이내는 재지원 불가)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지원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문의 ☎ (02)120 또는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내용 : 신용등급 확대(1~9등급), 무담보, 무이자(1년)
대출조건 : 1~3천만 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신청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 후 접수
문의 지역경제과 ☎(02)2627-1306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코로나19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
지원대상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피공제자
지원내용 : 피공제자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 대부 (대부 기간 중 퇴직공제 적립금 운용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 자금

미적용)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5일 이내 지급

지원금액 : 기업 당 연간 10억 원 이내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지원기준 : 금리 2.15%,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2106-7412

코로나19에 따른 유급 휴업·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지역경제 밀착지원 협약보증대출

지원대상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지원대상 : 금천구 관내 자영업자
지원금액 : 최고 2억 원(75억 원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기준 : 2%대 변동금리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신청기간 : 2021. 3. 31.까지
지원내용 :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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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전통시장 모바일 비대면 장보기 서비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대명여울빛거리시장 : ‘딜라이브몰’ 앱 설치 → 회원가입

민원발급 종수 : 16개 분야 114종(※ 설치장소별 증명서 발급 종류 차이 있음)

→ 전통시장 대명여울빛거리시장에서 주문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남문시장 : 네이버 동네시장장보기 운영
(서울시 서남권 및 광명시 전 지역 배송/13시까지 주문 시 당일 배달)
비단길현대시장 : 네이버 동네시장장보기 운영

금천구청

00:00~24:00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05:00~익일 02:00

국민은행 가산디지털금융센터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07:00~23:30

독산역

05:00~익일 02:00

기업시민청(현대아울렛)

11:00 ~ 21:30

시티렉스

10:00 ~ 23:00

(금천구 시흥동,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배송/평일 10:00~19:00,
2시간 이내 배달)
은행나무시장 : 네이버 동네시장장보기 운영

홈플러스 시흥점

10:00 ~ 23:00

금천세무서

평일 09:00~18:00

스마트도서관 옆(시흥동 113-156)

00:00~24:00

(금천구 시흥동,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배송/ 평일 10시~19시,
2시간 이내 배달)
문의 지역경제과 ☎(02)2627-1303

실내놀이터 대여 서비스

금천구청

법인
전용

기업지원센터

평일 09:00~18:00

문의 민원여권과 ☎(02)2627-1147

이용방법 :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appycare.or.kr)에서
온라인 예약
운영내용 : 매주 수요일 수령해 월요일 직접 반납

『정부24』를 통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이용대상 : 기존 전자여권 발급 구민(신규신청은 불가)

(대여·반납일 포함 총 6일)

신청방법 : 『정부24』 www.gov.kr ⇒ 검색창 “여권 재발급” 입력

※ 에어바운스는 실외사용 및 물놀이 불가

수령방법 : 창구 방문하여 지문인식 및 안면확인 후 수령(기존여권지참)

문의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94-2264~5

찾아가는 장난감 배달서비스
이용방법 :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appycare.or.kr)에서
온라인 예약
운영내용 : 매일 오전 10시까지 대여신청 접수,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각 가정 근처 주요건물이나 특정된 장소로 배달,
지정기일 반납 시 배달차량에 반납, 지정기일 이외 반납 시
장난감도서관 무인반납함 이용
문의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94-2264~5

허리둘레 줄이기 ‘라이브 홈트레이닝’ 운동교실 운영
이용대상 : 50~64세 여성 주민 중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자
이용시간 : 매주 화·목요일 14:00~15:00
이용방법 : 금천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전화(☎(02)2627-2738)
신청·대사증후군 검사 진행
이용내용 : 탄력 밴드, 폼롤러, 밸런스보드 등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
두루마리 화장지, 물병 등 생활용품을 활용한 집콕운동
※ 탄력 밴드 증정 / 폼롤러, 밸런스보드 등은 무료 대여 가능
문의 금천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 ☎(02)2627-2738

수수료 : 24면 : 50,000원, 48면 : 53,000원(10년 기준)
※ 온라인 결제에 따른 부가수수료(4%) 부과
문의 민원여권과 ☎(02)2627-1162

스마트도서관(무인자동화시스템) 운영
이용대상 : 금천구립도서관 정회원
(위치 : 금천구청역 앞, 독산역 2번 출구 앞)
이용방법 :
도서대출 : 스마트도서관 내 도서 검색 → 회원증 인식 → 도서수령
도서반납 : 도서를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방문 → 회원증 인식→ 도서 수납
※ 대출권수 1인 2권, 대출기간 : 14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문의 문화체육과 ☎(02)2627-2852

폐가전제품 무상 비대면 수거
이용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 ▶ 일정 예약 ▶ 신청 완료 ▶ 방문 수거
- 온라인 신청 : 15990903.or.kr
- 전화 신청 : ☎1599-0903
수거시간 : 평일 8:00~18:00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에 한해 가정 내 방문 수거
(수거품목 : 냉장고, 세탁기, TV 등)
※단, 주민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문의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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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구민
어린이·여성

청소년·청년
어르신·장애인

윤택한 삶, 기분 좋은 변화

2021

달라지는
금천정책
더 오래 머물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도시는 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
금천구 또한 행정·경제·환경·안전·복지·교육·문화 전 분야에서 변화를 꾀하며 가치있는
구 정책을 하나둘씩 이루어나가고 있다. 2021년 달라지는 금천정책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금천의 청사진을 그려보자.

7

구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신규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상위계층 증가에 따른 한시 지원(1회, 가구
별 5만 원)으로, 겨울철 연료비 등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차상
위계층 1,800가구로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다. (※행복e음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추출하므로 별도 신청 없음) 현금지원은 없으며

생활쓰레기 매일수거제 운영

변경

온누리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21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주기를 격일

☞ 기준 중위소득이란?

배출에서 매일 배출(일~금)로 전환하고, 재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정거장 및 클린하우스를 폐지하여 청결한 주거

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뜻한다.

환경을 조성한다. 별도의 배출장소가 있는 공

가구

동주택과 상가는 지정장소에 배출하고, 생활쓰레
기는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 배출시간: 18시~24시/수거요일: 월~토

중위소득
50%

※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는 2021.1.1.부터 폐지

폐비닐·투명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및 요일제 실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종이류, 캔류, 고철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투
명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실시한다. 일반주택(시행:12월 1일)의
경우 매주 목요일, 자기 집 앞 배출이 원칙이며, 공동주택(시행:1월 1일)
은 기존과 동일하다.
요일별 쓰레기 배출

월

화

수

일반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2인

3인

4인

5인

6인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문의 복지지원과 ☎(02)2627-1404

문의 청소행정과 ☎(02)2627-2375

신규

1인

기준
중위소득

목

금

토

일

○

○

○

○

○

×

○

폐비닐, 투명폐페트병

×

×

×

○

×

×

×

그 외 재활용품

○

○

○

×

○

×

○

문의 청소행정과 ☎(02)2627-1482

변경

서울형/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신
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수급자,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변경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변경
▶ 2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일반재산 적용(4.17%) 자동차재산 기준

▶ 생계·의료

수급자
선정기준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주거·교육

- (승용) 2,000 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승합·화물) 2,5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변경

2021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책정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이 책정됐다. 올
해 시급은 10,540원, 월급은 2,202,86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단,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
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 생활임금이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가 인간으로
서의 최소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채
용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일자리창출과 ☎(02)2627-2012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수준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는 종전 기준 적용

▶ 생계급여

: 4인 가구 기준 1,462,887원

문의 복지지원과 ☎(02)262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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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구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신규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부동산 거래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제를 실시한다.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중개
사무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2021년 9월부터 24시간 이용가능하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규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운영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며, 미참여 및 점검 결과 미흡 업소는 현장 방

4차 산업 핵심기술(AI, IoT, 빅데이터 등) 및 G밸리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는 창업지원시설이 확충된다. 조성시설로는 1 휴머노이드 창업 지원센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627-1333

터(G-SPACE HU:R) (디지털로200 우리은행 가산IT타워 8층) 2 지뷰티
컬쳐 센터(디지털로10길 9 현대아울렛 6층 기업시민청 내) 3 금천 영상미
디어 창업센터(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201호)가 있다.
1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창업 아이디어 개발 및 체험 공간

2

G밸리 대표산업인 Beauty를 기반으로 한 창업·문화 복합 공간

3

유튜브 등 영상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실습 및 입주 공간 제공

문의 지역경제과 ☎(02)2627-1308

변경

주택 매매·증여에 따른 취득세율 변경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편
되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및 증여 취득세율
강화를 골자로 하며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
전에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
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 적용한다. (단,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

신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구민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관내 지역서점(7개소: 선, 동일, 가람, 본동, 올

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오어낫싱(바이클로지), 대일, 반도)에서 바로 대출하는 ‘희망도서 바로대

구분

출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용대상은 금천구립도서관(독산, 가산, 시흥) 정
회원이며 1인 2권씩, 14일 대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개인

문의 문화체육과 ☎(02)2627-2852

그 외 지역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인

1~3%

12%

문의 세무1과 ☎(02)2627-1237

신규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올해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
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한다. 공식 공
휴일로는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추석 연
휴 3일 / 부처님오신날 / 성탄절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
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다. 대체공휴일로는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
로 정한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단, 5인~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변경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되어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
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예술인까지 포함(단기예술인 포함)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미적용

수급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비자발적 이직)

지급수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 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일~270일

문의 민원여권과 ☎(02)2627-1162
출산
전후
급여

기여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

지급기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문의 문화체육과 ☎(02)2627-1442

9

변경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폐결핵이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
요한 경우, 확진검사비(항목: 진찰료, 객담

청소년·청년
내일을 열어갑니다

검사, 결핵균 유전자검사(핵산증폭검사))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2021년도분 일반

변경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한 요양급여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

터 적용되며 기존 면제항목에 결핵 유소견자

이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확진 검사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며, 학부모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문의 건강증진과 ☎(02)22627-2683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

활용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교육활동
지원비

변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20년 3월부터 시작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초

286,000원

중

376,000원

고

448,000원

문의 복지지원과 ☎(02)2627-1404

가능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대상 환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
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ni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분

기 존

변 경

온라인 신청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능 대상범위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①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② 의료급여 환자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교육비 부담 경감액은 종전 1인당
약 160만 원에서 올해 약 194만 원으로 증액됐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
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며, 제외학교는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사고, 특목고 등)와 고교 졸

문의 보건의료과 ☎(02)2627-2430

신규

변경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고교 단계까지 학

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다.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종전(2020년)

변경(2021년)

고등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

1인당 연간 약 194만 원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17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50% 감경) 또는 면제(100%)된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서는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

신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스 신청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하며, 과태료 납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하) 내 부모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중복은 적용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하지 않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20.6.4.)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따르며 부모의 주민등록

구분

종류

이수기준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감경(50%)
오프라인 금연교육
(인근 보건소 문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근 보건소 문의)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안내참고)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안내참고)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 등록 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화등록)

100일 프로그램 이수

문의 건강증진과 ☎(02)2627-2617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
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3시간 이상 이수

면제(100%)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월소득인정액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문의 복지지원과 ☎(02)2627-1982

신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이 결합·제공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
합적인 취업지원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운영
문의 일자리창출과 ☎(02)2627-2043

10 테마기획

어린이·여성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변경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21인~50
인 시설)을 대상으로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여 위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규

※ 우리 구 소규모 어린이집(21인~50인) : 47개소 (2020. 12. 현원 기준)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

관내 주민,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의 여성가족과 ☎(02)2627-1416

‘금천아이맘건강센터’가 문을 연다. 주요 시설로는 모성상담실, 예방접종
실, 초음파실, 모유수유,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보건교육실이 있으며 △ 난
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각종 임산부·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 (임신 전)
예비부부 지원사업, (임신 중)모성상담, 출산과 관련된 지원상담 △ 영유아
예방접종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교육 및 자조모임을 위한 보건
교육실 운영 △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및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이 있
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

신규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어 전화상담만 가능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

하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 재개 및 개

한속도를 △ 기본 50km/h, △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소식 예정

30km/h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시행일은 4

문의 건강증진과 ☎(02)2627-2649

월 17일부터이며 지방경찰청장이 교통 흐름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구간은 60km/h 이내로 관리된다.
문의 교통행정과 ☎(02)2627-1726

변경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금천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
역 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어린이가 안전

변경

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서 도로교통법

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와 급

시행령 일부개정 및 공포,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식운영관리를 지원한다.

3배로 상향 조치한다. 또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로 단속공

문의 위생과 ☎(02)2627-2633

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신고 자료만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 부과된다.
구분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지

과태료

원가구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유형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 연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지원가구의 경우 지원유형 결정(소득판
정) 없이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변경
승합자동차 등 : 13만 원(14만 원)
▶ 승용자동차 등 : 12만 원(13만 원)
* 괄호 안의 금액은 2시간 이상 주차 시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로
종전과 동일
▶ 08:00 ~ 20:00 외 시간은 일반도로와 동일금액 부과
▶

비고

☞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란?

-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신고 자료만으로 주정차위반 과
구분

기존

변경

정부지원시간

연 720시간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80%

85%

시간제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55%

60%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
(중위소득 75% 이하)

75~85%

80~90%

문의 여성가족과 ☎(02)2627-1429

태료 부과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이
용하여 신고
- 평일 08:00~20:00 어린이보호구역 황색복선 구간의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건만 부과 가능
문의 주차관리과 ☎(02)2627-2489

11

어르신·장애인
사랑을 나눕니다

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신규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금천
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어
르신이며, 만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만 101세 이상 어르신은 2021

신규

금천 동네방네 돌봄서비스(돌봄SOS센터) 운영

긴급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시재가, 식사 지원, 주거 편
의(청소, 방역, 세탁) 서비스, 식사 지원 등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
봄SOS센터를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집수리, 동행지원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전액 지
원한다. 소득 초과자는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021.

1인

2인

장수 축하금
지급신청

수급 자격 확인 및
대상자 명부작성

100세 도래
1개월 전

>>

장수 축하금
지급

매월 15일 전

동주민센터

>>

생일이 속한 월

동주민센터

구청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84

중위소득 85% 소득 기준

가구원 수

년 연중 신청 가능),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5,634,313

☞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금천 동네방네 돌봄서비스(돌봄SOS센터)는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인

우리동네 어르신 소규모 체육센터 운영

신규

도움을 제공한다. 일시재가(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연간 최대 14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어르신 전용 체육관

일), 주거편의(청소·방역-1가구 2회 이내/이불세탁-1가구 2장 이내), 식

이 문을 열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09:00 ~ 22:00) 탁구, 요가, 에어

사지원(연간 최대 30식) 이용 가능하다.

로빅,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627-2924

※ 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중이다.
문의 문화체육과 ☎(02)2627-1465

변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금천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보훈예우수당 인상

변경

을 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장애인(장기요양급여 전환자)의 자립생활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을 돕고 있다. 지원자격은 △ 65세 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

보훈예우수당을 종전 2만 원(매월)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한다. 주민등록상 거

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자 △ 장기요양급여와 기존 활동지원급

주지 기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며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을 지참하

여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여야 한다. 기존에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627-1353

☞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 폐지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은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을 권고한다. 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변경

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서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 생년월일

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기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한다. 소득하위 70% 이하의 경우, 월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935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 기본제출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이 필요할 수도 있다.
종 전
소득하위 40% 이하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변 경

▶

소득하위 40%~70% 이하
▶ 월 최대 25만 원 지급
▶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87

▶
▶

소득하위 70% 이하
월 최대 30만 원 지급

12 금천은 지금

동네마다 특색 가득

10 10
洞

色

생활형 SOC 사업을 추진한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도시 금천이 동별 특색은 살리고, 구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지역
맞춤형 생활 SOC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개 동 단위별로 진행하는 ‘10洞10色’
생활형 SOC 사업의 추진 상황을 들여다보자.

가산동

생활 공원 조성
가산동

위
치
사업 내용
조성시기
사업 목적

G밸리 인근(규모 : 846.3㎡)
공원 조성 및 운동·편의시설 설치
2022년(예정)
지역 내 공원 불균형 문제 해소,
휴식 공간 확충

독산1동

금천가족센터 복합화 시설 건립
독산1동

위
치
사업 내용
조성시기
사업 목적

독산1동
가족센터, 글로벌통합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2023년(예정)
외국인지원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등)의 통합운영 및 가족 중심의 문화 공간 확보

연탄공장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시흥1동

위
치 시흥동 113-193번지 일대(면적 10,000㎡)
사업 내용 연탄공장 이전·폐업 정책 및 사례 분석,
이적지 개발 방안 마련
용역 완료 2020년 10월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시흥3동

위
치 금천구 시흥대로 47-9(박미빗물펌프장)
사업 내용 복합 체육시설 건립
(지상 5층, 4,275㎡ 규모)
조성시기 2024년(예정)
사업 목적 생활 체육 활성화, 주민 친화 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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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파크 조성
독산4동

위
치 금천구 독산4동 산118-4번지(금천체육공원 일대, 약 59,053㎡)
사업 내용 공원 시설 개선
(1.7㎞ 길이의 순환 산책로 조성, 반려견 놀이터, 하늘다리 신축)
조성시기 2022년(예정)
사업 목적 체육시설 현대화, 이색 구간 조성으로 휴식 공간 확충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독산3동

위
치 금천구 문성로 38
사업 내용 진로진학지원센터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960㎡)
조성시기 2023년(예정)
사업 목적 청소년 대상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체계적 지원

독산3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독산2동

독산4동

독산
2동

위
치 금천구 독산동 1056-5(마을공원 지하)
사업 내용 공영주차장(105면, 지하 1~2층),
공원(지상)
조성시기 2022년(예정)
사업 목적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휴식 공간 개선

시흥4동

독산로 지중화 사업
시흥4동

시흥2동
시흥5동

위
치
사업 내용
완료시기
사업 목적

5개 구간(연차별, 단계별 추진)
전신주 철거, 전선 및 통신선 매립 공사
2024년(예정)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금천형 과학관 조성 사업
시흥2동

위
치 금천구 금하로 783(시흥동)
사업 내용 금천형 과학관(기존 무한상상스페이스
리모델링)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1,017㎡) )
조성시기 2021년 5월(예정)

시흥3동

문화예술인단체 커뮤니티 공간
시흥5동

위
치 금천구 시흥동 920-7
사업 내용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연습실, 강당),
카페, 금천문화재단 사무실 등
조성시기 2022년(예정)
사업 목적 예술인들이 활동할 공간과 문화 소통의 장 조성

※ 동별 표시( )는 사업별 추진 위치를 나타냄

14 공간, 공감

도심 안의
녹지 공간에서
자연을 누리다

테마가 있는 산책길,

호암늘솔길
금천구는 경기도 광명시·안양시와 인접하며 도로 교
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서울 서남권의 관문 도시로
통한다. 여기에 금천구 도심과 근거리에 있는 관악산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으며 ‘사는 곳’에 대한 가치를 새로이 그려나
가고 있다. 이제는 도심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 사는 곳 인근
에 산이 있는지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과 호암산 자락의 기세는 이른바 ‘숲세권’이란 녹지
프리미엄까지 선사하며 금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역

언제든 푸른 녹지 안을 거닐 수 있는 곳, 호암늘솔길과 금천녹색광장

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호암산

이 바로 그런 공간이다.

(虎岩山)은 관악산 서쪽 끝 봉우리로 초입에 호압사란
큰 절이 하나 있다. 호암산은 비교적 낮은 높이의 산이

글·사진 편집실

라 부지런히 걸어가면 정상까지 1시간 남짓. 정상부의
너른 터에서 내려다본 금천 시가지는 이곳에 오른 모
든 이에게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호암산은 서울둘
레길(서울 외곽 157㎞) 자연생태탐방 코스 중 하나인
관악산 둘레길과 맞물려있다.
호암산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호암늘
솔길’이다. ‘언제나 솔바람이 부는 길’이란 뜻이 담긴
이곳은 하늘에 닿을 듯 매끈하게 자란 잣나무가 사시
사철 푸른 공간이다. 호압사에서 시작한 늘솔길은 잣
나무산림욕장을 지나 호암산 폭포까지 이어진다. 약
1㎞ 구간으로 숲길 사이에 설치한 데크로드가 보행자
들의 편의를 도와 무장애숲길이라 부르기도 한다. 호
암산 폭포 방향으로 가는 길엔 데크로드 아래로 잣나
무 산림욕장이 넓게 펼쳐진다. 잣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는 자연 항균 효과가 있어 이곳은 치유의 숲
이 되기도 한다.
호압사에서 시작한 늘솔길 구간은 원래 호암산 폭포
미림여자정보
과학고등학교

독산역

부로 이어지는 구간(200m)을 확장하였다. 또 하나 데

금천구청
시흥1동

까지였다. 그런데 최근 호암산 폭포에서 호암1터널 상

시흥2동

관악산 벽산타운
5단지 아파트

호암
늘솔길

시흥3동

석수역

크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밤의 정취까지 더했는데,
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비교적 보행자가 적은 시간
대인 야간에도 은은한 조명 아래 여유 있게 산책을 즐
길 수 있게 되었다. 무장애숲길 야간 조명은 일몰 시간

*숲세권이란?
집과 인접한 녹지 공간을 말하며, 그 공간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창출과 직결되어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합성어(숲+역세권)

이 되면 자동으로 켜졌다가 야생생물 생태계 균형을
고려하여 22시에 일괄 소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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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을 자극하는 치유정원,

금천녹색광장
호암늘솔길 외에도 호암산 자락에 또 하나의 녹지

호암산의 푸른 숲과 금천녹색광장은 도심 속 녹지 공

공간이 있으니 바로 ‘금천녹생광장’이다. 코로나19

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자연이 선사한 아

로 인해 심신의 피로감이 쌓여만 가는 요즘, ‘치유정

름다운 공간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특별함까지

원’이란 닉네임으로 주민의 힐링 공간이 된 금천녹

더해져 금천 구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색광장은 방수설비 상부에 자리한 이른바 생활권공

때문이다. 이러한 금천구의 녹지 프리미엄은 미래가

원이다.

치까지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시흥동 일대
(412-5번지)에 지하방수설비를 설치했는데, 설비 상
부 공간에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 것이다. 8,000
㎡ 규모로 전면 재정비한 공원은 시각, 청각, 미각, 후
각, 촉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5개의 테마정원과 바닥
분수, 조깅트랙, 태양광쉼터 등 다채로운 시설을 조성
하여 지난 11월 30일 준공 후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금천녹색광장의 특별함은 바로 기획 단계부터 시공까
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데 있다. 명칭도 지
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공모하여 새롭게 제정하였
다. 이로써 금천녹색광장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주
민화합형 공원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주민들이 적극

금천구청역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1동

적으로 의견을 모은 치유정원은 다섯 가지 테마로 구
심은 ‘장미원’과 화려한 꽃들이 무리를 이룬 ‘시각원’,
허브류 등 꽃향기가 싱그러운 ‘꽃향유원’, 식용(약용)

남서울건영
아파트

천
안양

성했다. 기존 잔디광장에 42종 5,340주의 사계장미를

문일중학교
문일
고등학교

시흥1동
주민센터

시흥5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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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아파트

시흥2동
주민센터

금천녹생광장
일대

가능한 초화류가 자리 잡은 ‘미각원’, 억새소리가 낭
만적인 ‘억새원’ 등 계절감을 더한 콘셉트로 사시사철
공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바닥
분수, 그네와 시소, 미끄럼틀이 있는 복합 놀이터, 조
깅트랙, 운동기구 등 공원시설을 대폭 확충해 가족 단
위 주민들이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태양광 특화사업 공
모에 선정되어 공원 그늘막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스템
(BIPV)이 장착된 태양광 쉼터 2개소를 조성했다. 낮
에 저장된 태양광 에너지는 저녁에 공원을 밝히는 에
너지원으로도 활용된다.

태양광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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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이소~

2021 설 명절
종합 대책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옴에 따라 주민들의 명절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금천구도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촘촘한 대책을 통해 민생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설 명절 금천구가 함께합니다
금천구는 주민들이 안전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건설 공사장, 재난취약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이나 민원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
하기 위한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금천구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과 병원, 약국, 소방서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한다. 연휴기간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안내는 119 구급상황관리
센터, 120다산콜센터,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e-gen.or.kr), 금천구청
홈페이지(geum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➊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➋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➌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인 소독

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

➍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시장, 마트 등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에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대응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연휴기간 동안
운영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 실시와 더불어 자가격리자 관
리도 철저히 진행한다. 문의 기획예산과 ☎(02)2627-1075

➎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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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시장명

일시

이벤트 내용

문의

비단길현대시장

2.3.(수) 13:00 ~ 소진 시까지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5천원 온누리상품권 증정, 제수용품 할인 행사

☎(02)802-7720

남문시장

2.4.(목) 13:30 ~ 소진 시까지

구매고객 금액별 경품 증정,
제로페이 1만 원 이상 구매고객 ‘남문시장상품권’ 증정

☎(02)868-9727

대명여울빛거리시장

2.5.(금) 14:00 ~ 소진 시까지

구매 고객 금액별 경품(계란, 휴지/누룽지, 상품권) 증정

☎(02)808-0811

독산동우시장

1.29.(금) 11:00 ~ 소진 시까지

2만 원/5만 원 이상 구매고객 선물 증정,
방문고객 홍보물품(방역세트) 증정

☎(02)896-1233

은행나무시장

2.5.(금)~2.9.(화)

3만 원 이상 카드구매 / 2만 원 이상 제로페이 구매고객 할인쿠폰 증정

☎(02)802-5514

2.5.(금) 19:00~21:00

구매고객 경품(선물세트, 에코백 등) 증정,
방문고객 홍보물품(마스크) 증정

☎(02)837-1011

독산동맛나는거리
상점가

응급의료 대응체계 유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 이용 안내
추진기간 : 2021.2.5.(금)~2.14.(일)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응급실) 운영 : 희명병원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44 (구)시흥1동 882-31

지역

구간

이용

현대시장

독산로 123 ~ 133(편도)

남문시장

독산로 281 ~ 293(편도)

최대 2시간
주차허용

대명시장

시흥대로52길

은행나무시장

탑골로2길 7 ~ 15

연락처 : ☎(02)804–0122
[응급의료 정보제공]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실시간 안내

단속완화

다산콜센터(120), 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단, 심각한 교통흐름 방해 시 즉시 단속

응급의료포털 E-Gen(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문의 주차관리과 ☎(02)2627-1762

마을버스 막차시간 연장

설 연휴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

연장기간 : 2021.2.12.(금)~2.13.(토)

[금천구 보건소]

연장시간 : 현 막차 기점 출발시간 1시간 연장

위치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 보건소 앞

연장대상 : 금천 01, 금천 07

운영기간 : 2021.2.11.(목)~2.14.(일) [4일간]
검사시간 : 09:00~16:00(운행시간 변경가능)

[대중교통 막차시간 및 감축운행 등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금천구 임시선별검사소]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seoul.go.kr)

위치 : 금천구 시흥대로63길 54 필승아파트 단지 내
문의 교통행정과 ☎(02)2627-1727

운영기간 : 2021.2.11.(목)~2.13.(토) [3일간] ※14일(일요일) 미운영
검사시간 : 10:00 ~ 15:00 ※소독시간(12:00~13:00) 검사 일시중단
문의 금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 ☎(02)2627-1971~6

설 연휴 주차장 개방

나눔으로 풍성한 설맞이 ‘기부나눔 행사’

개방기간 : 2021.2.11.(목) 09:00~2.14.(일) 17:00 [4일간]

참여기간 : 2021.1.20.(수)~2.9.(화)

개방대상 : 44개소 1,737면(관내 학교(운동장), 교회,

기부장소 : 각 동주민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공영(민간)시설 주차장 등)

기부물품 : 성금 및 성품(식품, 생활용품 등)

※ 주요 개방시설은 현수막으로 별도 안내

전달방법 : 푸드마켓 등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

※ 남부교육지원청(학교) 및 민간시설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 홀몸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저소득층

문의 주차관리과 ☎(02)2627-1735

쓰레기 배출
및 수거일정

2.10.(수)
새벽

저녁

수거

배출

문의 복지정책과 ☎(02)2627-1355
2.11.(목)
새벽

저녁

2.12.(금) 설날
새벽

<- - - - - - - - -

저녁

2.13.(토)
새벽

저녁

배 출 금 지 - - - - - - - - ->

2.14.(일)
새벽

2.15.(월)

저녁

새벽

저녁

배출

수거

배출

수거일
2.15.(월)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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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孝
인성교육 금천구지회
<글·사진 조은하 구민기자>

각박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덕목이 아닐까 싶다. 그중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고령화에 따
른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
<효, 인성교육 지도사 금천구지회(회장 서기만)>는 지난 2016년 12
월에 창립하였다. 지도사들은 경민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및 여러
공공 단체에서 효행과 인성에 관한 강의를 해왔다. 지난 11월에는 금
천경찰서 문성지구대를 시작으로 200여 명의 경찰관에게 효, 인성
순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 인성 지도에 있어 금천구
지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기만 회장은 “밥상머리 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동안 아이들은 여러 덕목과 생활 예절을 자연스레 익
히게 되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엔 처벌이 아닌 안아주고
감싸주는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이 미흡했는데 앞으로 사회가 정상화된다면 일선 학
교에서 효 인성 강의를 좀 더 활발히 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선도에 앞
장설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문의 효·인성교육지도자 금천구지회 ☎010-9901-7755

왁자지껄 난장판
금천구 최초 마을 영화
<글·사진 김은주 구민기자>

‘왁자지껄 난장판’은 금천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마을 영화로 ‘금
천구 독산리’라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다룬
블랙코미디다. 홍두완 감독과 김영승 작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가 생각하는 가슴 벅찬 일이 무엇이었는지 물었고, 대다수 주민들은
2002년 월드컵과 2016년 촛불시위를 떠올렸다. 감독은 이 두 가지
경험을 영화 속에 담기로 하고 오디션을 통해 마을 배우를 선발하여
약 두 달간 어렵게 촬영을 마쳤다.
기획을 맡은 前 산아래 문화학교 대표이자 현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
원센터 김유선 센터장은 “마을 영화는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열심히 촬영해주신
마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을이 중심되고 마을 사
람들이 가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왁자지껄 난장판’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
으며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도 모두 상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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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소식을 전합니다
-가산마을방송국
<글·사진 김종임 구민기자>

한 달에 한 번 가산마을방송국에서는 ‘가산동 수다방’이 전파를 탄다.
지난 2019년 상반기 라디오 금천에서 라디오교육을 받은 진정희 씨
가 2019년 하반기부터 ‘가산동 수다방’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에서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라디오 교육을 받게 됐는데, 교육 수료
후 라디오 금천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재밌어
서 작년엔 가산동 내에서 방송을 해보려고 서울마을미디어사업에도
지원하게 되었어요.”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매년 ‘마을미디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신생팀(자유형)과 연속사업팀(커뮤니티형, 지역연
계형, 거점형, 인프라형)으로 이 중 자유형에 속하는 가산동 수다방은
기본 라디오 교육 9회, 직접 녹음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 2회, 영상편
집교육 3회를 진행하여 15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녹음장
비들도 구매하여 전문방송까지는 아니지만, 가산마을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팟빵 채널을 만들기도 했고요. 금천향기 구독자분
들도 가산마을방송국을 유튜브, 팟빵에 검색하셔서 콘텐츠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가산동 주민분들 중 방송에 관심 있
는 분들은 가산동주민자치회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문의 가산동주민자치회(가산동 주민센터 2층) ☎(02)2104-5543

2021 신축년 당신의
소망리스트는 무엇인가요?
<글·사진 채현하 구민기자>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꾸준한 독서는 많은 사람의 바람이다. 독서로
단단하게 올해를 준비하면 눈 속에서 피는 노란 복수초처럼 다가올
봄이 기대되리라. 올해 꾸준한 독서 스킬을 키워줄 독산도서관 프로
그램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작심새해(作心新海)다. 새해 읽고 싶은 책, 새해독서목표,
나만의 독서 스타일을 써서 만인 앞에 공개하자. 프로그램을 담당하
는 신정보 사서는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독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도서관 홈페이지 ▶ 참여 공간 ▶ 독
서회에 나만의 목표를 기록하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들 중 몇
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도 준다고 하니 도전해보자. 두 번째로
1~3월 마지막 주 수요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작가 인터뷰’다. 한 작
가를 선정해 깊이 있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강의와 북 큐레이션
을 접목했다. 작가의 생각과 사상이 투영된 책을 통해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신청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geumcheonlib.seoul.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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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구정소식

공동주택 제설제 지원
지원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지원방법 : 우편(금천구청 도로과) 및 이메일(rest100@geumcheon.go.kr) 제출
※ ‘자율제설 참여 계획서’ 제출 후 지원 여부 검토

지원대상 : 계획서를 검토하여 참여도 기준 1~3톤 지원
문의 도로과 ☎(02)2627-1812
금천구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혜택을 누려 보세요!

2021년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기간 : 2021. 1. 1. ~ 12. 10.(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대상 : 주택에 설치된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친환경보일러)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소유자
사업물량 : 약 915대 지원금액 : 일반 20만 원 / 저소득층 60만 원
문의 환경과 ☎(02)2627-1532

2021년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운영대상 : 금천구 전 공동주택
배출방법 : 투명페트병과 유색페트병 분리배출
배출장소 :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문의 청소행정과 ☎(02)2627-2375~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참여대상 :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회원 또는 신규가입 회원
- 에코마일리지 : 전기, 수도, 가스, 지역난방 중 2개 이상 등록 후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사용량 20% 이상 절감회원은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감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안내

회원은 1.2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 승용차마일리지 : 계절관리제 기간 중 1,850㎞ 이하 차량주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11월 30일까지 번호판, 계기판 사진 등록 필수

① 텀블러(개인컵),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하기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 driving-mileage.seoul.go.kr

문의 환경과 ☎(02)2627-1503(에코마일리지), 1524(승용차마일리지)

② 장 볼 때는 장바구니(에코백) 사용하기

다산콜센터(☎120)

③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에 담아가기
④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줄이기
⑤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

가정용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기간 : 2021.1.1.~12.31.

우선 구매하기
문의
청소행정과 ☎(02)2627-1484

지원내용 : 가정용 라돈측정기 1박2일 무료 대여
대여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환경과(금천구청 8층) 방문 신청
문의 환경과 ☎(02)262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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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만나는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보린주택(공동체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37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신청기간 : 2021.2.15.(월)∼2.19.(금)(5일)

제7회 정기연주회 랜선 공연이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모집 : 7세대 / 보린주택(1호점/독산2동) 3세대,

통해 소개된다.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 www.youtube.com/
embed/0tRj4OQeDZo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gcfac.or.kr

보린행복주택(6호점/시흥1동) 4세대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1인 가구, 공동체주택으로 관리규약 준수 및 프로그램
참여 동의자
당첨자 발표 : 2021.4.9.(금)
입주 : 2021.5.20.(목)~7.20.(화)
문의 복지지원과 ☎(02)2627-1981, 거주지 동주민센터
금천통통복지콜센터☎(02)2627-1004

문의 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70-8891-0592

신혼부부주택(공동체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 2021. 2. 15.(월)부터(수시모집)
모집 : 17세대 /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가산동) 5세대,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공모 안내
신청기간 : 2021.2.1.(월) 9:00~2.28.(일) 18:00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대상사업 : 2
 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되어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도담도담주택(시흥1동) 12세대
신청방법 : 방문접수(금천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 우편(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이메일(hjw6901@geumcheon.go.kr)
신청자격 : 서울시 주민등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재혼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광역제안형 사업 18개 분야, 사업 규모는 건별 일반사업

당첨자 발표 및 입주 : 별도 알림

40억 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 원 미만

문의 복지지원과 자활주거팀 ☎(02)2627-1981,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우편

금천통통복지콜센터☎(02)2627-1004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이메일·우편 등을 통한 여러 건 일괄 신청 제한

문의 서울시 시민숙의담당관 ☎(02)2133-6969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 안내
상담시간 :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 12시∼13시)
상담분야 : 5개 복지분야 626개 단위사업 외 기타 업무 /

전기요금 체계 개편(2021.1.1) 안내
주요 개편내용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 :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된

저소득층지원, 여성과 가족,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복지일반
상담전화 ☎(02)2627-1004 (금천구청 7층 금천통통복지콜센터)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하면 전력량 요금은 kWh당 5.0원
인하되고,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5.3원 신설되어 0.3원 조정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 : 3개월 평균 연료비 산정 → 1개월간
고객안내 → 향후 3개월간 적용(유가하락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 예상)
문의 한국전력공사 구로금천지사 ☎(02)6440-0216

금천구자원봉사센터 이전(2021.1.11.) 안내
[새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금천구청 B1층) 우)08611
문의 금천구자원봉사센터 ☎(02)2627-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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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고령자 취업 무료 알선사업 안내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지원 안내

사업기간 : 상시모집

※ 예비부부 및 임신·출산 가정 대상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사업별 지원 안내

사업대상 : 만 55세 이상 구직자

모자보건사업

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의료비 감면신청,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갑상선기능저하증 신규환아 등록,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임산부 등록 및 산전검사,
막달검사 및 기형아검사,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

(02)2627-264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02)2627-2643

예방접종

(02)2627-2685

사업장소 : 금천노인종합복지관(시흥대로51길 93-32)
접수방법 : 복지관 내방 및 구직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하여 노인의 소득증대 및 여가 선용 도모
문의 금천노인종합복지관 ☎070-7090-5417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서비스 안내
독감 임시 예방접종 안내(한시적 확대)

사업기간 : 상시상담
사업대상 : 금천구 내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상담내용 : 심리·정서 상담, 센터 내 연계, 외부자원 연계 등
문의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7487-5515

접종대상 : 만 19~61세(1959.1.1.~2001.12.31.출생자)의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접종시기 : 2020년 11월 5일(목)~2021년 4월 30일(금)
접종방법 :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정 의료기관

사업기간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원(건감겅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심사 완료
일까지 서울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 국민건강보험 지
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재산기준은 2억5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 기존 연간 최대 14일 동안 1일 85,610원(’21년 생활임금)

- 금천구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 게재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irgd/index.html)
· 상단메뉴(예방접종관리▶지정 의료기관 찾기) 검색
·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참여(무료접종)의료기관 팝업창 검색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검색 시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수급권자’ 탭 선택 후 의료기관 검색

지원(최대 지원 생계비는 1,198,540원)
문의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614,7693

남부여성발전센터 2021년 1분기(제139기)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 직업교육(IT정보화, 사무행정, 조리, 미용, 강사양성 등)
접수방법 : 온라인 선착순 접수
신설과정
컴퓨터

키네마스터·곰믹스 활용한 유튜브 편집,
유튜브 채널개설 및 운영

문의 건강증진과 ☎(02)2627-2685, 2713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소견서 등) 1부,
자격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확인 후 반환) 1부
지원대상 : 금천구민 만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 환아 중 아래

기술

헤어 실무(컬러링)

기준 해당자

교육

회계실무(연말정산, 원천징수), 초등수학코칭(저학년),
초등수학코칭(고학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요리

한식디저트 메뉴실습, 제과디저트 메뉴개발,
케이크데코레이션

문의 남부여성발전센터 교육팀 ☎(02)802-0922 (내선 2번)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정확한 소득기준은 금천구보건소 홈페이지(geumcheon.go.kr/health/
index.do)를 참고. 재고가 소진될 수 있으니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문의 건강증진과 ☎(02)2627-2674

23
교육

경제

2021 드림스타트 독서습관 기르기 『열두북 친구』
프로그램 운영

기업지원센터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운영시간 : 월~목, 10시~12시, 14시~16시

사업대상 : 드림스타트 아동 58명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후 요일별 전문가 무료상담

신청자격 : 금천구민

제공분야 : 법률, 세무, 특허, 관세, 법무, 노무 분야

(미취학 17명/저학년 19명/고학년 22명)
사업내용 :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으로 운영

- 신청도서 제공 후 리뷰 제출 아동에게 다음 달 신청도서 제공

문의 민원감사담당관 ☎(02)2627-2265

(1년 최대 12권)
- 베스트 리뷰 및 독서왕 선정(상·하반기)

금천구청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무료 상담 안내

문의 아동청년과 ☎(02)2627-1988

상담대상 : 알뜰한 가정경제를 꿈꾸는 서울시민,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 등

2021학년도 상반기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직업교육생 모집

상담시간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모집구분 : 정규(주간 1년, 주간 6개월, 야간 6개월),

신청방법 : 전화(☎(02)711-5760, 5761) 상담 또는

운영장소 : 금천구청 통합민원실(시흥대로73길 70, 1층)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 예약 후 방문 상담

단기(주간, 야간) 총 22개 학과

운영내용 : 악성부채 확대 사전 예방, 공적채무조정 지원,

지원자격 : 모집공고일(2021.1.11.) 현재 만 15세 이상으로

가계부채 규모 관리 등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시민,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된 자로 영주권 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문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내국인인 자 및 그 자녀
접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혹은 방문접수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면접일에 제출

청년 실업 해소 프로젝트

- 주민등록초본 1통(전입일자 포함)

신청기간 : 2021.1.11.~2.17.

- 우선선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1통

사업대상 : 만19세~만34세의 일자리 없는 취업 취약계층 청년

특전 : 교육비, 교재비, 실습비 등 무료(예치·환불제* 시범운영 학과

사업내용 : 디지털·퍼포먼스 마케팅 관련 역량강화 직무교육,

및 일부 재료비 제외) 기술교육원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시험
기능검정료 지원, 취업연계, 중식제공(주간), 병역연기 가능,
우선선발대상자 훈련수당 지급(최대 월 25만 원)

취업 연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
이용방법 :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생산성본부 ☎(02)398-4395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 교육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교육비 일부를 납부한 후, 수료 시 반환해주는 제도 운영
문의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02)361-5800

사업체명

직무 및 직종

2월 일자리 정보

(주)비투비앤씨

온라인 MD

구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주식회사 지브이랩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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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초대졸

급여
연봉 2,400~2,600만 원

무관

연봉 3,500만 원

(주)프로랭스

서버관리 및 시스템운영

고졸

연봉 3,000만 원

(주)프로랭스

독일어 PM

대졸

연봉 2,400만 원

(주)아이비에스시스템

웹 디자이너

무관

연봉 2,600~2,800만 원

(주)에이앤에스홈네이쳐

건축현장관리 및 사무

무관

연봉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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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설 밥상의 꽃 ‘고기’는
독산동 우시장에서
설 밥상에서 ‘고기’는 독보적인 식재료다.
포만감은 물론 음식에 감칠맛을 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육류의 신선도까지 보장된다면 고기반찬
하나만으로 최고의 밥상이 된다. 다가오는 설,
독산진도3차
아파트

우리네 밥상을 빛내줄 최고의 고기가 있는 곳
‘독산동 우시장’을 소개한다.

롯데하이마트
독산점

독산동
우시장

두산초등학교

독산역

축산
농협

쉐보레정비
시흥바로서비스

금천구 푸줏간, 독산동 우시장
마장동과 더불어 서울을 대표하는 축산물시장, 독산동

소·돼지고기 전문(12번~14번), 소 부산물(30번~39번)을 파는

우시장은 1974년 문을 열었다. 과거 독산동은 1960~1970년대

구역을 의미한다. 우시장에선 때때로 저렴하고 질 좋은 고기를

구로공단의 배후지역으로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가 하나둘씩

구입할 수 있는 세일행사도 진행한다. 얼마 전에는 독산동

모이기 시작했던 곳이다. 이후 1980~1990년대에는 도축장이

우시장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점포별 정보를 비롯해 각종

조성되고 제법 큰 규모의 우시장이 형성되었는데 2000년대

할인 행사, 우시장 활용팁 등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들어 도축장을 이전하고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을

육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작지 않은 규모의 시장이다

기울였다. 현재 독산동 우시장은 협진식품, 농협부천, 농협음성,

보니 처음엔 생경한 거리 풍경이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이색

(주)평농 등 전국 73개 도축장에서 그날그날 신선한 육류와

적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자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선정된 후, 양적 질적으로 탄탄한 내실을 갖추며 독산동

현재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한창이다.

우시장만의 특색을 갖춰가고 있다.

2023년까지 마중물사업 5개년 계획으로 상권재생 프로젝트를

독산역 1번 출구에서 나와 곧장 직진하면 걸어서 10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악취

거리에 독산동 우시장이 있다. 대로변 가에 하나둘씩 모여

및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및 어울림센터 조성(순환형 상생협

있는 정육점을 따라 난 길을 걷다 보면 소·돼지부산물센터

력상가 조성, 청년지원주택 조성 등)사업 등 중심시가지형 도시

앞을 지키는 우시장의 상징물 ‘황금소’(포토존)와 만난다. 그

재생뉴딜사업을 하나둘씩 성취해나갈 계획이다.

앞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소와 돼지 부산물을 실은 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든다. 우시장에는 집합건물에 180여 개의
점포가 옹기종기 모여 있으며 소·돼지부산물센터의 경우
지하 1층과 지상 1층,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바로바로 판매했는데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인 클린인프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축 공간을
없애고, 점포마다 쇼케이스가 설치되어 지금과 같은 한결
보기 좋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참고로 부산물센터 안에

주소 : 금천구 범안로1209 일대

들어가면, 가게마다 천장에 이름과 숫자가 함께 적힌 작은

연락처 : 독산동 우시장 상인회 ☎(02)896-1233

간판들이 달려있는데 여기서 숫자는 돼지 부산물(1번~10번),

홈페이지 : www.dsw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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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질 좋은 고기를 신선하게 집 앞까지
독산동 우시장은 양적으로도 푸짐하고, 질적으로도 신선하며,

독산동 우시장 모바일 플랫폼은 ‘쿠팡이츠(Coupang eats) 앱’을

보다 저렴한 육류를 구매할 수 있어 평소에도 많은 이가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이츠와 독산동

찾아오는 곳이다. 설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더 북적이지만,

우시장과의 조합은 서울시 전통시장 배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는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우시장 풍경에도 큰 변화가

해당 플랫폼에서 ‘우리 동네 시장 맛집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독산동 우시장 및 인근 시장의 가맹점포 리스트를 찾아볼 수

우시장 내에서도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활용이 일상화됐기

있다. ‘독상동 우시장’에 등록된 점포에서 구매 시 주문 1건당

때문이다. 덕분에 신선하고 저렴한 육류를 이제는 집에서도

1만 원 할인쿠폰까지 발급되니 믿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간편하게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육류는 물론 통 큰 할인까지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쿠팡이츠X독산동 우시장 모바일 구매는 이렇게 하세요!

▶

쿠팡이츠 앱 다운로드

▶

우리 동네 검색

▶

독산동 우시장 검색

등록 상점 검색·주문

이벤트

독산동 우시장이 온누리 상품권을 쏩니다!
기간 : 2020년 12월 14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① 제로페이 1회 결제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지급(1일 1회 제한)
② 월 3회 이상 구매 누적 시 온누리상품권 3만 원 추가 지급
지급처 : 소·돼지부산물센터 9층 상인회사무실 ☎(02)896-1233
수령 가능 시간 : 평일 10:00~17:00
※ 상인회 점포에 한하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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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미정 센터장이 소개하는 추천도서

완벽한 부모이기보다는
오늘을 애쓰는 부모이기를
누구나 처음으로 부모가 된다. 그 처음 겪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세상 모든 엄마아빠의 마음이다. 아이의 심리가 발달하는 시기인
0세~6세 사이에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 ‘관계 육아’가 시작된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책 제목 : 엄마가 늘 여기 있을게
지은이 : 권경인
출판사 : 북하우스

김미정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으로 센터를 찾아오는데, 그 핵심에는 부모와
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때때로 부모가 아이를 참 아프게 하지만, 정작 부모는 스스로의 문제
를 자각하지 못해 아이를 더 힘들게 한다.
부모도 인간이기에 마음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다. 완벽한 부모는 실현 가
능하지도 않지만, 좋은 부모라고도 할 수 없다.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되는 만큼 서툴고 실수도 하지만, 자기 자
신과 자녀를 살피고 돌보면서 내 아이에게 믿을 수 있는 대상과 안전기지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
분하다.
완벽하지 못한 것에 자책하지 말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애쓰는 자신을 토닥이며 자녀
에게도 진심이 담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보자. 부모가 주는 메시지는 자녀에게 내면화되어 자기 상(selfimage)이 된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성장을 기대하며 함께 표현해보면 어떨까? “네가 내 자식이어서 좋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모로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내게 와줘서 다행이다”, “네 존재 자체로 굉
장히 감사하고 중요해”, “엄마·아빠가 늘 여기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란다….”

우리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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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금천

국적업무 방문예약제가
2021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国籍业务访问预约制将自2021年2月起
全面实行 ！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에 대한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为解决办理业务需长时间等待的问题及防止新冠肺炎扩散，
国籍业务将从2021年2月开始全面实行提前访问预约制。所谓
“访问预约制”，是指为申请国籍业务而提前在线预约访问日
期，并访问相关出入境、外国人政府机关的制度，提前访问预
约对象业务是核准业务（入籍、恢复国籍、判定国籍等）和申
报业务（失去国籍、选择国籍、保留国籍等）。想要提前预约
者可以使用Hi Korea(www.hikorea.go.kr)右侧上端的访问预约
按钮进行预约，并持预约证前往相关机关即可。

해 국적업무 사전 방문예약제가 2021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방
문예약제’란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시
를 예약하고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는 제도이며, 사전 방
문 예약 대상 업무는 허가업무(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와 신고
업무(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 등)이다. 사전 방문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 상단에 있는 방문예
약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한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된다.

咨询 : 外国人综合服务中心 ☎1345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Visit reservation system for nationality
work to be implemented fully from
February 2021!
A pre-visit reservation system for nationality work will be fully
implemented beginning February 2021 to ease inconveniences for
civil petitioners and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19. The term “visit
reservation system” means a system for reserving online the date
and time of visit to apply for nationality work and to visit the relevant
immigration and foreigner offices; works done through the pre-visit
reservation system are permit works (naturalization, restoration of
nationality, determination of nationality, etc.) and report works (nationality
loss, selection of single nationality, maintenance of nationality, etc.). Civil
petitioners who want to make a pre-visit reservation can do so using the
Visit Reservation button on the upper right corner of Hi Korea (www.
hikorea.go.kr) and visit with a certificate of reservation.

TỪ THÁNG 2 NĂM 2021 THI HÀNH TOÀN
DIỆN CHẾ ĐỘ HẸN LỊCH TRƯỚC KHI ĐẾN VỚI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ĐẾN QUỐC TỊCH!
để giảm sự bất tiện khi phải chờ đợi thời gian dài của công dân và
phòng ngừa sự lây nhiễm COVID 19 từ tháng 2 năm 2021 thi hành
toàn diện chế độ hẹn lịch trước khi đến với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đến quốc tịch. ‘chế độ hẹn lịch trước khi đến’ là chế độ hẹn ngày
giờ trước khi đến các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người nước ngoài qua
online để đăng ký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đến quốc tịch, những đối
tượng cần phải hẹn lịch trước là các đối tượng muốn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về công việc xin phép(nhập tịch, phục hồi quốc tịch, phán
quyết quốc tịch,...) và công việc khai báo(hủy quốc tịch, lựa chọn
quốc tịch, bảo lưu quốc tịch, ...) công dân muốn hẹn lịch trước hãy
sử dụng mục hẹn lịch có ở góc bên phải của trang hikorea(www.
hikorea.go.kr) để hẹn lịch sau đó giữ phiếu hẹn và đi đến là được.
thắc mắc : trung tâm hướng dẫn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Information: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교육프로그램
<2월 교육문화 온라인 프로그램>

Geumcheon Global Village Center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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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조기적응(법무부) : ☎ 1345 www.socinet.go.kr
문의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산로 116) ☎ (02)2627-2884

※ Target : Foreigner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Integration·Early Adjustment Inquiries: Ministry of Justice
Call Center ☎1345 www.socinet.go.kr
Geumcheon Global Village Center (116 Gasan-ro) ☎(02)2627-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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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의회.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의회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의장 백승권입니다. 모두가 힘들게 견뎌온 2020년이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금방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어려움을 금천구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당연하고도 소중한 일상들이 무너지고 힘든 시간임에도 여러분 모두가 잘 버텨주셨고, 더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나누며 다가오는 내일을 위해 힘을 내주셨습니다.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올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구민 여러분의 구심점이 되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금천구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의회의 독립권이 강화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욱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금천구의회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2021년은 우리의
힘들고 상처받은 날들이 치유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얀 소의 해, 신축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마다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의회 의장 백승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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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금천구의회 http://council.geumcheon.go.kr 의회사무국 ☎ (02)2627-2442~3

의회

금천구의회, 2021년은 열일하는 의회로 거듭나
- 회기일수 연장 등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의정활동 기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연간 회기일수를 늘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내용의 2021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2021년 회기운영 계획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총 6회 93일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 회기일수 대비 29일 증가한 것으로 작년에
코로나19로 회기일수가 축소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개원 이래 역대 최고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회기일수 증가는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시 ‘1일 1개국’으로 의사일정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보고,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더욱더 폭넓게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집행부 대상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이다. 그동안 매년 6월 제1차
정례회 때 실시돼 사업 초기 단계로 당해 연도 추진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때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일수는 당초 23일에서 33일로 10일 연장되고, 개회 일자도 종전 11월
25일에서 11월 18일로 앞당겨진다.
매년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했던 업무보고도 10월 임시회 때 실시한다. 앞으로 금천구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달라진
계획안에 따라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제2차 정례회 때부터 구정 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처음 도입한 금천구의회는 좀 더 내실화된 구정
질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 질문시간을 10분 늘리는 등 회의규칙도 함께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권 의장은 “2021년 달라지는 회기 운영을 통해 금천구의회가 더욱
왕성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천구의회가 앞장서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의회 의사팀(☎(02)2627-275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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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야기

www.seoul.go.kr

올해, 서울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 달라지는 서울생활
서울시는 매년 초,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찾기 서비스, 청년 실업 해소 프로젝트를

정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 데 모

추진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며, 디

아 책으로 발간한다. 새로 발간된 「2021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담겼

지털 마케팅 관련 직무교육, 취업 연계를 위한 맞춤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을까. 지금부터 살펴보자.

•이용신청 (https://digitalmkt.kpc.or.kr, ~2/17)

따뜻한 도시, 서울

서울시는 1월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노동자와 영세자
영업자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최대 14
일 동안 1일 85,610원(2021년 생활임금)이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인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노원. 도봉권, 동작권에서 본격 운영되며
다채로운 문화예술창작체험 등을 제공한다. 돌봄공백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화상회의 스튜디오 서울온(ON)을 DDP (동대문디자인
프라자) 내에 구축, 상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각종 행
사를 누구나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실시한다.

•예약문의 (02-2133-2704/02-2153-0098)

•이용신청 (https://icare.seoul.go.kr)

숨 쉬는 도시, 서울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365열

4월에는 ‘사람중심, 보행중심’ 세종대로 사람숲길이 조성된다.

린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도 확대 운영된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

광화문 광장과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 7017, 서울역 등 대표적 명소를

원에 다니는 만0세~만6세(미취학아동)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온라
인 신청 후 무료(저녁식사 자비부담) 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신청 (https://iseoul.seoul.go.kr)
꿈꾸는 도시, 서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막막함을 느끼는 청
년들을 위한 서울청년센터 오랑이 운영된다. 오랑에서는 청년상담, 동네정보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된다.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연결하는 길이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은 오는 10월에 완성되며, 세종문화
회관 앞으로 다양한 꽃과 나무, 잔디가 어우러지는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
go.kr)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누구나 손쉽게 열람이 가능
하다.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시민청, 보건소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 종이책자로도 만나볼 수 있다.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홈페이지 참고 (https://youth.seoul.go.kr/orang)

서울시 자동차 과태료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하여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주정차·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정보도 제공합니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카택스) https://cartax.seoul.go.kr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지원대상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만3세~54세 뇌병변장애인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구비서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together-seoul.org > 알림마당 >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 > 공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이메일 발송

* 지원받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 문의)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070-4242-5997~8

선(善)결제 상품권 최대 30% 소비자 혜택 안내
서울시 내, 제로페이에 가맹되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
안 영업제한을 받은 업소에서 사용가능한 선결제 상품권을 판매
합니다!
▶

소비자 혜택

① ‘선(善)결제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구매
② ‘선(善)결제 상품권’ 결제 시 상품권으로 10% 페이백
* 2021.1.18. ~ 2.15. 기간동안 결제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만원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③ 가맹점주 자체 10% 추가할인 혹은 추가 서비스 제공(권장)
▶

구매방법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결제앱 16개 중 1개 선택

※ 사용처
스마트폰 어플 Z-MAP 혹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https://www.zeropaypoint.
or.kr)에서 조회
● 문의) 제로페이 고객센터 ☎ 167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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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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회 우리동네 퀴즈왕의 정답과 함께 구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제36회 우리동네 퀴즈왕

blog.naver.com/geumcheon1
facebook.com/geumcheonsuda

2021년도 <금천향기> 퀴즈타임

story.kakao.com/ch/geumcheonsuda/feed
twitter.com/geumcheonsuda2
instagram.com/geumcheonsuda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호암산 자락에는 '언제나

‘제35회 금천알기능력시험 주민영역’에 참여해주신

이 부는 길'이란 뜻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월호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을 가진 호암늘솔길이 있다. 호암늘솔길 중간 지점에는 잣나무 산림욕장이
자리하는데 수많은 잣나무가 숲을 이루며 산책로를 찾는 주민들의 치유공간
이 되고 있다.(14p 참고)

▶ 지난호정답 : ② 우리동네 키움센터

당첨자 : 이○민(시흥동),윤○상(시흥동),김○찬(가산
동),김○숙(독산동),임○준(시흥동),박○선(독산동),이

① 갈바람

② 치맛바람

○정(시흥동),한○경(가산동),이○미(독산동),김○아

③ 하늬바람

④ 솔바람

(시흥동),염○하(독산동),이○연(시흥동),인○영(시흥
동),이○미(시흥동),유○연(시흥동),강○정(독산동),진
○연(독산동),이○주(독산동),임○무(시흥동),윤○원
(시흥동)

문제를 풀고 2월 8일(월)까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 중
2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정기구독신청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우편 :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8층 홍보디지털과
•이메일 : geumcheon1@naver.com (※ 성함, 주소, 연락처 모두 필수 기재)

2월 <금천향기> 표지 이야기
호암산 자락에 있는 호암늘솔길을 이제는 밤
에도 거닐 수 있습니다. 어스름 해가 지고 나
면, 데크로드마다 은은한 조명이 불을 밝히는
데, 낮의 정취와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
다. 오가는 발길로 쉼 없이 이어지던 데크로드
위에 차분한 고요가 찾아오면 오래도록 걷고
싶은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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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기간：2020년 11월 16일(월)~2021년 2월 15일(월)
[구청] 금천구공무관동우회회원일동, 최주선, ㈜트라이텍코리아, 롯데건설(주)서울독산기업형임대주택 현장, 에비앙종합건설(주), 에코아이넷(주), 한국가스공
사 서울지역본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손동주, 리원에이스, ㈜초이스치과기공소, (유)청명, ㈜대원디앤피, 금나래어린이집, 금천한방병원, ㈜엘리트렌탈, 금
천구직장보육시설연합회, 에이스가산타워 운영위원회, ㈜이룸렌탈, ㈜컴트리, 공군3여단 군무원 일동, 이건삼, ㈜아이홀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
해안해양기술, 광명특수강(주), 김종덕, 이황기, 이동호, 이국현, 박준호, E지엠테크(주), 고려정화(주), 고은순, 대한주정판매주식회사, 서울시청 노동조합 금천
지부, ㈜에스씨텍, 박근영, 태양에스엠(주), 지마이다스, 혜윰컴퍼니, 함께하는 사랑밭, ㈜미래엔, 닛시호시(유경찬) 누리(박광수), ㈜유진이노베이션, K&J어패럴
(김대식), 국도화학(주), ㈜로뎅치과기공소, 세일모피, 화성실업, ㈜유로상사, 가락연합리테일(주), 홍주현, ㈜글로벌랜드마크, 명현, 영진 FNC, ㈜귀뚜라미에너
지, 퍼앤제이인터내셔날, ㈜덱스코윈, 엠케이바이오파낙스(주) [가산동] 신명일, 대륭테크노타운 20차, 가산동복지협의체, (사)희망나눔마켓, 금천누리종합사
회복지관, 제이엔케이히터(주) [독산1동] 조종원, 함성소리, 이상훈(김가네가산갑을그레이트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김동필, 금호덴탈제약, 남문침례
교회 여전도회, 은하상사, 한내가족봉사단 [독산2동] 송금자(해솔예술어린이집), 구영숙, 독이사모, 사랑의 교회, 김춘선, 최준록, 정훈경로당, 김숙화, 전상일,
일신축산, 연지다방, 제일공인중개사(유인숙) [독산3동] 관천교회, 고려정화(주), 이미정, 신흥정화(주), 독산3동 통장협의회, 농업회사법인 제이엠미트(주), 성
광교회, B.Y.C, 경북닭상회, 광명축산, 그린약국, 낙원떡집, 남문프라자약국, 대왕농산, 명성족발, 소문난김집, 슈즈타운, 종로약국, 청진동해장국, 베지밀, 콩사랑
두부, 평원참기름, 한아름건어물, 한일정육점, 화장품마트 연지곤지, 황금도토리, 연성국밥 고두진 [독산4동] 독산4동마을정원사일동, 익명 [시흥1동] 권태복,
GS금천나래점, 김택수, 소비자유통, 강용운, 구립꿈나래어린이집교직원, 녹십자요양병원, 권지섭, 김동철, 김미재, 시흥1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시흥1동새마을
부녀회, 최광호(방위협의회), 유태선, 윤장중, 시흥1동주민자치회, 이수현, 신영식, 시흥1동통장협의회 [시흥2동] 시흥2동통장협의회, 남부환경(주), 김명종, 구
립벽산꿈어린이집 [시흥3동] 금천교회, 세원봉투, 화평동왕냉면돼지갈비, 녹십자약국, 한우한우 , 무봉리순대국, ㈜피엔에프인터내셔널, 이은자, 박민하, 장은
미, 정성화, 시흥3동 통장협의회, 김정희(구문회), 전춘란, 정해순(유제승), 신현황, 남부환경(주), 방봉진(제일교회 남전도), 시흥3동적십자(엠엔에스화스너), 더
드림교회, 유순녀, 고영태, 김명자, 김복순, 김순남, 명민아, 최경자, 심영보, 양진명, 정연지, 시흥3동 주민자치회, 진명자, 최미례, 갈릴리교회, 시흥3동 새마을부
녀회 [시흥4동] 대성알뜰매장 최상규, 시흥4동통장협의회, 시흥4동동복지협의체, 남대문약국(김재훈), 이모네김치(류해숙), 한진철물, 백선아, 시흥4동주민자
치회, 이학수, 신흥정화(주), 시흥4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형제떡방, 박준하(독산2동주민) [시흥5동] 시흥5동통친회(이항희), 남부환경(주), 호압사

참여방법
<성금> ① 사랑의열매 계좌로 입금(우리은행 015-176590-13-521,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②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후 기탁서 전달
<성품> ① 물품 구입 후 영수증과 함께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② 지원대상 추천(선정) 및 전달
문의 : 복지정책과 ☎(02)2627-1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