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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서서울미술관
평면 배치도

서서울미술관 건립
지역 커뮤니티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개방적이며 유기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길을 걸으며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의 미술관을 만듭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 및 다양한 종류의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위치 :
금천구 은행나무로12길
일대(시흥동 920-7)
규모 :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86.05㎡
사업기간 :
2020.5. ~ 2022.6.

위치 : 독산동 1151번지 일대 금나래중앙공원 내
규모 : 지하 2층∼지상 1층(연면적 7,342㎡)
사업기간 : 2015.6. ~ 2023.12.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뮤지컬스쿨 건립 및 운영

지역의 문화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문화의 균형적인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종합시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내 최초 뮤지컬 공교육 시설로 복합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위치 : 금천구 범안로 1240-7(舊 독산2동주민센터 부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920㎡
사업기간 : 2020.07.~2023.06.

위치 : 금천구 시흥대로115길
48(독산동, 가산중학교)
규모 : 지상 4층, 연면적 1,614㎡
건립기간 : 2017.10월 ~ 2021.5월
운영기간 : 2021.5월부터 운영

지역문화 발전을 이끄는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금천구에서는 금천구립여성합창단, 금천서예가협회 등 총 25개 문화예술단체, 114개의 생활문화예술 동아
리가 매년 정기공연, 구 문화행사 출연, 전시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금천구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현황(2019년 기준) >
구분

분야

구립

음악
음악(기악, 합창, 국악)

금천교향악단, 서울네오예술단, 금천청소년수련관오케스트라, 금천필하모니 및 금빛하모니,
금천유스필하모니, 금천앙상블, 금천리버사이드윈드, 금나래여성합창단, 금랑은랑예술단, 금아랑,
국제전통예술교류협회, 국제예술교육협회 (12)

음악 외(미술, 서예 등)

금천미술협회, 금천서예가협회, 금천사진작가회, 금천문인협회. 송석예술단, 금천문화역사포럼,
동양문화연구회, (사)문화예술교육협회, (사)극단 하늘에, 금천연극협회, 금빛노을인형극단 (11)

민간

학교

단체명(단체 수)
금천구립여성합창단 (1)

전통예술
민간 동아리 현황

국립전통예술고 (1)
음악 분야 32개 동아리, 문학/독서 분야 42개 동아리, 미술 분야 10개 동아리, 공예 분야 20개 동아리,
댄스/무용 분야 10개 동아리 등 총 114개 동아리

12 테마기획

지역 곳곳에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문화의 숨결

문화-역사-관광과
더불어

금천구는 서울 호암산성 복원 및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탐방프로

발전하다

산 보전사업을 전개하고, 시흥행궁 전시관 및 체험관을 조성·운영하여 구의 과거

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금천예술공장 등 서울미래유
와 미래를 잇는 역사와 문화를 재창조한다.

시흥행궁 전시관 조성

호암산성 복원 정비

시흥행궁에 대한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시흥행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모형제작이나 디지털기법을
활용하여 재현합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소중한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우리 구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합니다.

위치 : 금하로24길 4(시흥5동주민센터 6층)
규모 : 235.91㎡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

위치 : 시흥동 산93-2일대
규모 : 둘레 약 1,547m, 면적 69,689㎡
내용 : 건
 물지 및 성곽 주변 잡목정비, 제2우물지 및 건물지 복원
정비, 성벽 북·남벽 훼손구간 안전진단 및 정비 등

우리동네 탐방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가치를 지역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품격
관광상품을 개발합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의 브랜드화 및 정례화
로 지속적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관광명소화
도모

호암산성과 그 일원에 있는 문화재들의 의미와 이
야기를 투어, 체험 등의 콘텐츠와 융합하여 문화재
접근성 강화

- 호압사 가는 길 : 무장애길로 조성된 호암늘솔길을
지나 호압사를 탐방하고 경내 범종 및 법고 공연
- 절에서 체험하는 4차 산업 : 호압사와 4차 산업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 게임으로 산사문화 체험 : 게임을 통해 산사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 산사의 가을 : 산사의 문화재와 불교문화의 이해 및
즉문즉답 인문학 강좌

- 산성을 알리자 : 서울 호암산성을 주제로 작품 공모
대회 개최, 우수작품 시상 및 전시
- 산 성을 알자 : 서울 호암산성의 역사적 가치 등
교육, 어린이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 산성에 오르자 : 서울 호암산성 내 한우물 등 유적과
호암산의 명소 체험 프로그램
- 산성을 즐기자 : 호암산과 서울 호암산성을 주제로
인형극, 국악 공연 개최

우리동네 미래문화유산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선정)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한국수출산업단지
(구로공단)

구로구 구로동로 ~
금천구 벚꽃로 309 일대

1965년~1973년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 봉제 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

가산디지털단지역(옛 가리봉역)

금천구 벚꽃로 309

1968년 무역박람회를 위해 설치된 간이역

가산문화센터(옛 공단복지관)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8

1977년 구로3공단 내에 건립된 복지관으로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사용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금천 순이의 집)

금천구 벚꽃로 44길 17

1970~80년대 공단노동자들의 숙소였던 ‘닭장집(벌집)’을 재현한 공간으로서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소

수출의 다리

금천구 가산동 371-31

1970년에 건립된 고가도로

디지털단지오거리

금천구 가산동 127-34

1960년대 형성된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현장을 이어주는 중심지

동흥관

금천구 시흥대로63길 20

1950년에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식당

금천예술공장

금천구 범안로15길 57

1975년에 지어진 금천구 독산동의 옛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서울시창작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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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관광코스
시흥동 역사문화길

호암산 역사문화길

호암산 숲속여행길

은행나무오거리(행궁터)→단군전터→
강희맹살던곳→순흥안씨양도공파묘역
→3층석탑→시흥향교터

호암산문→호압사→석구상→한우물
→칼바위조망명소→호암산폭포
→호천약수터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감로천생태공원
→금천체육공원→베짱이유아숲체험장
→호압사→잣나무산림욕장→호암산폭포
→신선길→남서울약수터→석수역

금천한내길

패션IT문화길

금천구청역→한내벚꽃길
→철산교(U턴)→한내벚꽃길
→다목적광장(장미원)

디지털단지오거리→패션아웃렛
→수출의다리→패션IT문화존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차량코스투어
금천구청→금빛공원→은행나무오거리(행궁터)→호압사→
순흥안씨양도공파묘역→산기슭공원→남문시장→패션아웃렛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독서문화 복지 현장

책 읽는 금천
독서공간을

금천구는 모바일·디지털 대체 환경 등 독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스마트도서관을 건립하고, 주민공감형 금천구립도

확충하다

서관 리모델링, 플랫폼형 작은도서관 운영 등 주민 독서 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
능한 독서생태계를 조성한다.

금천중앙도서관 건립

금천구 「북페스티벌」 확대

스마트도서관 운영

관내 4개 구립도서관, 23개 공·사립

10년 이상 개최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한

코로나19 시대 주민들의 독서 욕구 해소를

작은도서관의 구심점 역할을 할

「북페스티벌」을 도서관, 지역서점, 시민

위한 비대면 안심도서대출 서비스를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독서 생태계를

모두가 하나 되는 책 축제로 확대합니다.

제공하여 「책 읽는 도시 금천」의 문화를

활성화 합니다.

확산합니다.
운영시기 : 5월 마지막 주 또는 6월 첫 주

내용 : 금천구의 미래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중앙도서관 건립

주말(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

위치 : 2개소(금천구청역 앞,

운영장소 : 금천구청광장 또는

독산역 2번 출구)

금나래중앙공원 등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내용 : 독서관련

이용방법 : 회원증

체험(놀이),

인식 → 도서대여

공연, 전시, 강연,

및 반납(1인 2권,

대회(백일장) 등

14일간 대출)

금천구 도서관 현황
구립도서관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금나래도서관

시흥대로 73길 70

☎(02)2627-2991,2,4

가산도서관

가산로 5길 43

☎(02)865-6817~9

독산도서관

독산로 54길 114

☎(02)863-9544~6

시흥도서관

금하로764

☎(02)809-8242~4

공립작은도서관
책이든거리(가산동), 참새(독산1동), 해오름(독산1동),
미래향기(독산2동), 청개구리(독산3동),
책달샘숲속(독산4동), 꿈씨어린이(독산4동),
맑은누리(시흥1동), 꿈꾸는(시흥3동),
도란도란(시흥4동), 책읽는주민사랑방(시흥5동)

사립작은도서관
와서(가산동), 책읽는마을(독산1동), 롯데캐슬1차(독산1동),
우리울(독산1동), 지혜의숲(독산2동), 샘솟는(독산2동),
산돌(시흥1동), 소망의나무어린이(시흥1동),
트리니티(시흥1동), 길빛(시흥5흥), 나누리(시흥5동),
은행나무어린이(시흥5동)

14 공간, 공감

도심 속 힐링공간,
생태하천 안양천의 변신

유채꽃, 청보리가 정겨운

시골풍경길
금천구는 안양천 테마풍경길 조성사업의 첫 발걸음으
로, 독산보도교부터 철산교 사이 1km 구간에 시골길

안양천 테마풍경길 조성

에서 볼 수 있었던 유채꽃과 청보리(봄), 메밀꽃과 코
스모스(가을)를 식재하여 시골풍경길을 조성하였다.

서울시 서남권의 랜드마크 격인 안양천은 경기도 의

한내천 물길을 따라 조성된 유채꽃, 청보리길에서는

왕시 청계산에서 발원해 안양, 광명을 거쳐 한강까지

향수를 일으키는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봄날 시골에

총 32.5km를 흐르는 도심 속 하천이다. 최근 금천구

서 만나던 배추흰나비가 반갑게 날아다니는 광경을

는 구로, 양천, 영등포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안양천

볼 수 있다.

명소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가을에는 메밀꽃과 코스모스가 자태를 뽐

우리 구 관리 구간인 7.67km에는 유채꽃, 청보리가

낸다.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길에서 바람소리를

정겨운 시골풍경길, 벚꽃십리길과 연계한 관광명소

들으며 몸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옛 생각에 잠길

인 도시풍경길,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의 공간

수 있다.

인 생태체험길을 조성하여 도심 생활에 지친 구민들

생태텃논에서는 ‘모내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모내기

이 안양천의 경치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인접 자

체험은 세대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치구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다.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했다. 당시 도시에 정착은 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

< 안양천 테마풍경길 조성안 >

에게 생태텃논은 마음에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벚꽃십리길 연장

광명교

도
시
풍
경
길

논은 흔히 접하기 어려운 시골 정취를 선사하고, 언제

2
0
2
0
년

십리벚꽃길, 테마정원
(물빛장미길,
도시농업정원)

철산교

든 자연 속에 머물며,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기존

2
0
2
1
년
금천교

시
골
풍
경
길

생
태
체
험
길

2
0
2
0
년

생태텃논, 사계꽃길
(유채, 청보리, 코스모스)

독산보도교
2
0
2
2
년
2
0
2
3
년

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생태텃

연장

장미원

생태탐방로
치유의 숲

기아대교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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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십리길과 연계한 관광명소

도시풍경길
광명교에서 철산교까지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 자
원인 벚꽃십리길와 연계하여 물빛장미길, 도시농업정
원을 조성한다.
물빛장미길은 안양천을 서울시 서측을 대표하는 랜드마
크로 만들기 위해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와 함께 조
성한다. 서울둘레길 중 6번째 코스이기도 한 안양천에
장미를 테마로 한 산책로와 포토존, 쉼터를 조성하여 구
민들이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만나고, 산책하고, 휴식하
는 길로 만든다.
도시농업 정원에서는 가족 단위의 농부학교를 개설해
구민들이 봄·여름 작물 먹거리 텃밭 작물을 심고 수확
체험 등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심지에
서 가족들이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가족 중심의 건
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처럼 도심지 힐링공간으로써 역할하고 있는 안양천을
명품정원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구민이 애용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의 공간

생태체험길
2022~2023년에는 독산보도교에서 기아대교까지
자연치유를 위한 생태탐방로, 자연학습장 등 생태
체험길을 조성한다.
원래 금천교 부근까지 조성되어 있던 벚꽃십리길
이 안양천 전 구간으로 연장되면서 ‘십오리 한내천
테마풍경길’로 새로이 탄생한다. 이곳에 시골풍경,
도시풍경, 생태체험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태탐방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안
양천의 야생생물과 철새 보호구역 관리에도 힘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안양천은 평소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없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자칫 각박해질 수 있는 도시 생활의 심리적 안
정을 더해주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공존의 공간을 제
공한다.

도심공간의 품격을 높인다.

16 슬기로운 금천생활

안전하고 간편하게 즐기는
독서생활

벚
꽃
로

천
안양

365스마트도서관 운영

금나래
초등학교

금나래
중앙공원

서울금천
경찰서

금천구청
엠타워

금천구청역

스마트도서관

금천구는 코로나19로 도서관 휴관이 잦고, 비대면 도서

금천구청 앞
스마트도서관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금천구 365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한다.
365스마트도서관은 금천구청역 앞과 독산역 2번 출구 ‘책이
든거리 작은도서관’ 옆에 있으며, 약 500권의 다양한 신간과
베스트셀러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금천구립도서관 회원증, 금천구립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서울시민카드앱 회원증을 발급받은 금천구립도서관 정회
원이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며, 1인 최대 2권, 14일간
도서를 빌릴 수 있다. 단,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는
대출한 해당 스마트도서관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다.
구는 올해 관내 스마트도서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주민
들의 희망 도서 수요를 반영해 비치 도서를 분기별로 100여
권씩 교체할 계획이다.

독산역 2번 출구

지난해 구는 ‘책달샘 숲속작은도서관’ 건립, ‘꿈꾸는작은
도서관’ 설치 등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책이든거리
스마트도서관

매진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시대 주민들의 독서

두산초등학교

욕구 해소를 위해 비대면 안심도서 예약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차도 2번 출구

고가

금천

독산역
독산1 동

스마트
도서관

문의 : 문화체육과 ☎(02)2627-2852

스마트도서관이란?
RFID, 센서기술 등 최첨단 IT기술이 적용된 무인 자동화 도서 서비스로 스마트기기 내 도서를 구비하고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는 무인 도서관 또는 도서 자판기다.
도서대출
안내

도서검색 ▶ 회원증 인식(도서관 회원증 / 모바일 회원증) ▶ 대출처리 중 ▶ 도서 찾기 ▶
대출정보 확인 ▶ 대출완료 ▶ 대출확인증 확인

도서 인식 •도서 뒷면의 우측 도서인식부 중앙에 접촉하여 삐-소리가 나도록 한다.

도서반납
안내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도서를 좌우로 움직여 접촉한다. ▶ 반납처리 완료
도서 투입 •그림과 같이 책 등이 보이도록 투입구에 책을 넣는다.
•도서 적재함 안쪽까지 깊숙이 책을 넣는다. ▶ 반납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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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예비부부 및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

「모자보건사업」 이용 안내

금천구가 임산부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천아이

보건소 이용 중단으로 인한 모자보건사업별 변경 사항 및 이용

맘건강센터를 운영한다. 임산부가 모자건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아보자.

보건소 3층(영유아모성실)과 4층(영양플러스)을 각각 방문하던 불편을

예방접종(BCG 포함) 업무

해소하고, 이용인원에 비해 협소했던 서비스 공간을 확장하였다.

- 증명서 발급만 가능

금천아이맘건강센터에서는 맘편한 임신서비스(온·오프라인), 임신 및

- 전화문의 필수

출산준비 교실과 모유수유 클리닉 등 임신 전·중·후 관리를 위한 원스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모자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 바우처 신청기간 :

☎(02)2627-2685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부터 30일 이내

위치 : 시흥대로73길 70(금천구보건소 4층)

산후조리원 의료비 감면신청

운영시간 : 월~금요일, 9:00~18:00

- 메일 및 팩스 신청 가능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선천성대사이상 및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엽
 산·철분제 및 영양제,

- 업무 중단 기간 가산하여 연장

유축기 대여 등 택배서비스 제공
-비
 대면 서비스 : 임신·출산준비 교실, 모유 수유 클리닉 등

보청기 지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 예비부부 건강검진

·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 남녀 임신준비 지원

· 난임 의료비 지원

· 한의학 난임 지원

임신 중

☎(02)2627-2644

-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직접 신청

단계별 모자건강서비스 제공

임신 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90일까지 확대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건강검진(임신 초기, 막달)

·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 비대면 출산준비 교실

·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갑상선기능저하증 신규 환아 등록
- 우편접수 가능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동주민센터 직접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업무 중단 기간 가산하여 연장

· 모유수유전문가 가정방문 지원

출산 후

· 건강관리간호사 가정방문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 유축기대여, 산후조리원 이용감면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 고위험임산부 등 의료비 지원

- 업무 중단 기간 가산하여 연장

※현재는 전화상담만 가능.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재개 예정

문의 건강증진과 ☎(02)2627-2675

☎(02)2627-2643

※임산부 등록 및 산전검사, 막달검사 및 기형아검사,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 중단

문의 건강증진과 ☎(02)2627-2675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1.1.25.(월) 10:00~12.31.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① 전용 온라인몰 신청(www.ecoemall.com)

지원대상 202.1.1.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임산부(신청일 기준)
※신청 당시 영양플러스 사업 및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2개월간 48만 원 상당
※본인부담액 주문금액의 20%(96,000원)

- 월 4회 이내, 회당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② 방문 신청(금천구청 11층 공원녹지과)
- 휴대폰 본인인증 불가 대상에 한함
문의 공원녹지과 ☎(02)2627-1887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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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는
사랑입니다.
<글·사진 김은주 구민기자>

독산2동에 위치한 지혜의 숲 작은 도서관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
어 화상수업이 진행된다. 이명지 관장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
업이 선정되어 고민하던 중에 아시는 분의 추천으로 수어 수업을 시
작하게 되었습니다. 수화 통역사께서 언어뿐만 아니라 농아인들의 문
화까지도 알려주시려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다.
수화 통역사인 이영경 씨는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수
화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수어를 배우니 주변 농아인들이 보이기 시작
해 함께 지내게 되면서 남편까지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농아
인 엄마를 대신해 초등학생 딸아이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지갑을 분
실한 농아인의 카드 정지를 돕는 등 수어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
든 달려가 돕고 있다. 그녀는 “수어는 표정으로 말하기 때문에 과장
없는 솔직한 언어”라며 “다시 태어나도 수화 통역사로 일하고 싶다”
고 말했다. 전 국민이 수어를 할 줄 아는 세상을 꿈꾸는 그녀에게 수
어는 삶이고 행복이다. 최근에는 녹맹인들의 삶을 위한 서울시 조례
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며 더 가슴 뛰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수
어 화상수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바람은 농아인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그림책을 수어로 읽는 영상을 만들거나 자녀의 학교 상담을 도
와주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다.

막걸리 한 잔

금천구에 막걸리 전도사를 자처하는 “강화찬우물 고향생막걸리”의
주인장 최효선 씨를 만나보았다. 한자리에서 2대째 요식업을 뚝심 있

<글·사진 김종임 구민기자>

게 이어가고 있는 가산동 주민이기도 한 그는 10년째 전 부치는 일에
열심이다.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막걸리집
의 인기비결은 뭘까? “전을 굽는 불판이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솥뚜
껑에 전을 부치면 기름은 적당히 스미면서 바삭한 전이 되잖아요. 그
맛을 재연할 수 있는 불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가게의 불
판은 무쇠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놓는 높이의 차이를 둬서 기름기
를 빼 느끼하지 않은 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른 전집과 다른
담백한 전을 맛볼 수 있다.
가게 일로 바쁜 와중에도 최효선 씨는 가산동주민자치회 자치운영분
과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단체 4곳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활하는 지역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활동한다는 최효선 씨. 그의 정성이 담긴 전의 맛
이 궁금하다면 가산디지털단지로 가 막걸리 한 잔 해 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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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모모공작소에서 놀아보자!
<글·사진 이용곤 구민기자>

시흥사거리에서 금천파출소를 돌아 골목길에 들어서면 모모공작소
라는 푯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건강한 농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운
영되고 있는 목공소이다. 2020년에 모모공작소로 사회적기업 인증
을 받고 마을사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목공강좌를 개설하여, 선
반, 책꽂이, 식탁 등을 직접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모모가 필요
해’라는 이름으로 텃밭조성사업, 텃밭제작 설치 및 가꾸기 등 여러
프로그램은 진행하며 마을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골목대장 모모라는 맞춤형 텃밭정원 조성사업을 전개하여 구청, 문
교초교, 금천 1번가 등에 텃밭과 골목화단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기
도 했다. 이곳을 이끄는 심재현 팀장은 “모모공작소를 누구나 쉽게 방
문하여 필요한 것을 배우고 만들거나 봉사하며 나누는 마을공동체의
일을 해나갈 때 큰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고 말했다.
금천구의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에 큰 버팀목이 되
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나눔으로 이어질 것이다.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모모공작소와 함께 우리 마을을 보다 더 아름
답게 가꿔보면 어떨까?
문의 모모공작소 ☎(02)809-6070

가족의 안녕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받으셨죠?
<글·사진 채현하 구민기자>

최근 서울시에서는 가족 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당
1인 검사 캠페인을 시작했다. 금천구에서도 코로나19 증상 없이도 무
료로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가 2월 13일까지 운영
된 바 있다. 휴대 전화만 있으면 다음 날 바로 검사결과를 알 수 있어
주민 편의를 높였다. 대기시간 외 검사도 1분이 채 걸리지 않으니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2주 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평일 보통 120명~180명 정도의 구민
들이, 많을 때는 하루 350~400명의 주민이 스스로 와서 검사를 받았
다고 한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착용한 옷이 일회용이라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힘들고,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대기하는 어려움과 혹여 나로 인해 가
족이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함
께하고 있었다. 이런 많은 분의 노력과 가족, 사회를 위하는 마음을 보
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 임시선별소가
끝난 이후에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신분증 지참)

20
행정

Notice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3.19 ~ 4.7.

구정소식

열람방법 : 주택가격열람사이트(realtyprice.kr/notice/) 이용
의견제출 : 주택 소재지 구청(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문의 세무1과 ☎(02)2627-2347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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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온라인 수강 안내
신청기간 : 2021.11.30.까지(상시수강)
수강대상 : 금천구민,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준비자(수강료, 무료)
수강방법 :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csenet.com) 홈페이지
→ 온라인 아카데미 메뉴 클릭 → 동영상 강의 시청
수강과목 :
온라인으로 만나는 금천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①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김영석, 사람인협동조합 이사)
②사회적경제 기업의 이해(이재원, 청소년진로교육협동조합 이사장)
③지역기반 비즈니스모델 개발(방호성, (주)나비프로젝트 대표)
④금천구 사회적경제기업가 강연(5회)

문의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32-3792

생활쓰레기 매일 오후 6시부터
내 집 앞에 배출하세요!!!

환경보호를 위한 ‘아이스 팩 재활용 사업’ 안내
사업기간 : 2
 021. 3월부터 연중 실시

해당쓰레기 :

사업대상 : 비
 닐 포장으로 된 젤 유형의 깨끗한 아이스 팩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배출방법 : 동
 주민센터 앞 아이스 팩 수거함 배출



재활용품 폐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부직포 포장, 파손·오염된 아이스 팩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요일별
쓰레기배출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월

○
○
○
○
○
×
○

화
수
목
금
토
일

※수거 불가 아이스 팩

재활용품
깨끗한 비닐
투명페트병

그외
재활용품

×
×
×
○
×
×
×

○
○
○
×
○
×
○

· 물 타입 아이스 팩 → 물과 비닐을 분리하고 재활용으로 배출
문의 청소행정과 ☎(02)2627-1483

청담사회복지관 환경지킴이
“에코리더”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3월 19일(금)까지

배출장소 :

모집대상 : 금천구 주민(중장년층)

내 집·내 점포앞(공동주택·상가는 지정장소)

활동기간 : 4.7.(수) ~ 10.27.(수)(예정)



토요일은 배출하지 마시고
배출시간(18:00~24:00)을 꼭 지켜주세요!

활동내용 :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줍깅 캠페인,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업사이클링 외)
문의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1

문의 청소행정과 ☎(02)2627-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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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안내

2021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가입시기 : 임대주택 신규 등록 시

신청기간 : 2021.1.1. ~ 12.31.

※2020.8.18. 이전 등록자 : 2021년 8월 17일 이후 체결하는

지원대상 : 장
 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여성장애인 본인 및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임대차 계약 건부터 가입
가입대상 :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해 등록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인공 임신중절에

임대사업자
보증대상 :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부분 보증액
※임대보증금이 없거나, 보증대상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미가입 대상
보험료 : 임대인 75%, 임차인 25% 분담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 ☎(02)3771-6539,

구비서류 : 신
 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SGI서울보증보험 ☎1670-7000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안내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시기 : 임대주택 신규 등록 시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25

※ 2020.12.10. 이전 등록자 : 법 시행 후 2년(2022년 12월 9일)
이내에 부기등기
신청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안내
신청대상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부기내용 : 아래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부가적으로 기록

만 3세 ~ 54세 뇌병변장애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 : 기존 만 3세 ~ 44세, 변경 만 3세 ~ 54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 원 한도)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신청장소 :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청절차 :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거주지 지자체) →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물건지 지자체) →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
및 완료(물건지 관할 등기소)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
- 우편 : (086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1길 17,
(독산동,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 이메일 : gcacts@hanmail.net

문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문의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22,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070-4242-5997~5998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함께라서 행복한 시간」

모집기간 : 2021.3.2. ~ 3.18.

청담사회복지관 어버이날 후원금·자원봉사자 모집

가입대상 :

후원금 모금

희망키움통장Ⅰ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 지속 3년
- 저축 적립 3년 이내
- 생계·의료 탈수급

내일키움통장

1개월간 12일 이상
자활근로 참여자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3년 이내 탈수급/취·창업
- 자격증 취득

청년희망키움통장

만15∼39세 청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근로·사업 지속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접수처 : 동주민센터, 금천지역자활센터(내일키움통장)
문의 복지지원과 ☎(02)2627-1984, 거주지 동주민센터

기간 : 2021.2.25. ~ 5.6.까지
내용 : 1만 원으로 사랑나누기
하나은행 574-910001-31804
(예금주: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508+입금자명’으로 입금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입금
즉시 전화요망

자원봉사자 모집

일시 : 5월 7일(금) ※ 행사시간 미정
내용 : 어
 르신 가정에 직접방문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 소정의
선물 전달 (복지관에서 준비)]
※사회복지 자원봉사 시간 인정

문의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70-437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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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금천50플러스센터 1학기 수강생 모집 안내
모집기간 : 2021. 2. 22.부터 강좌별 모집인원 접수 마감 시까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2분기 평생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접수

교육대상 : 중·장년층(만 50 ~ 64세) 누구나

신청기간 : 2021.3.15. ~ 26.

교육방식 : 실시간 온라인 강좌(웹엑스)

신청대상 : 복지관 회원(※비회원 회원가입 필요)

교육기간 : 2021년 3월~6월(교육과정에 따라 기간 상이)

교육내용 : 체형요가, 맷돌체조, 줌바댄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교육내용 : 인생설계, 일·활동, 당사자 지원사업 등
접수방법 : 금천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50plus.or.kr/gch) 회원
가입 후 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02)2627-2076
금천50플러스센터 ☎(02)892-5060

무한상상 스페이스 휴관 및 리모델링 공사일정 안내

21개 프로그램
교육방법 : 유선 또는 내방 접수 후 문자로 유튜브 채널 주소 수신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유튜브 ‘금천사랑방’

문의 금천노인종합복지관 ☎070-7090-5407~8

남부여성발전센터 2021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내일배움카드) 훈련생 모집

주소 : 금하로783
공사기간 : 2021.1∼5.31
공사내용 : 무한상상스페이스 리모델링
*상반기 온라인 교육 추진

문의 교육지원과 ☎(02)2627-2862

과정명

교육기간 및 교육일정

교육비(자부담)

홈패션
봉제

3.4. ~ 4.13.(12회)
화, 목 18:30-21:00

239,130원
(107,610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3.8. ~ 4.7.(10회)
월, 수 14:00-17:00

179,850원
(62,950원)

신청방법 : 직
 업훈련포털 홈페이지(www.hrd.go.kr) 접수 후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모집

방문
신청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문의 남부여성발전센터 ☎(02)802-0922(내선 2번)

모집기간 : 2021년 3월 ~ (수시모집)
모집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1∼중3)
모집인원 : 1개 반 정원 20명 (정원 초과 시 대기접수)

국제예술교육협회 예술단 단원 모집

참가비 : 전액 무료(※체험활동 시 교통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연습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방과 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 국가정책 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등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및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료생활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문의 시립금천청소년센터 ☎(02)803-3071

2021년 자원봉사 전문교육
‘수납코칭 매니저’ 양성 과정
모집기간 : 2021.3.2. ~ 3.16. (15일간)
교육대상 : 교육과정 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능한 금천구민 20명(신규 : 10명, 기존봉사자 : 10명)
교육기간 : 2021.3.23. ~ 6.1.(총 11회) 매주 화요일 9:00 ~ 12:00
교육방법 : 이론교육 및 실습(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병행)
문의 마을자치과 ☎(02)2627-1067

연습장소 : 금나래초등학교
국제청소년합창단 웹페이지 : cafe.naver.com/kaeas/108
구분

대상

인원

편성

합창(드림)

유7세∼초2

30명 내외

유치부와
초저학년

합창(온)

초3∼중3

30명 내외

초고학년
증등 통합

국악

초3∼성인

5명 내외(악기별)

초급, 중급
앙상블반

발레

초1∼초5

반별 15명 내외

초급, 중급

문의 국제예술교육협회 ☎(02)80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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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흥시설 지원금 지급 안내

(사)G밸리 산업협회 시니어 인턴십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21.3.2. ~ 3.19.

신청기간 : 2021.3.1. ~ 2020.12.31.

지원대상 : 집합금지 명령으로 휴업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콜라텍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수행기관

등 유흥시설 120개소

(G밸리 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지원금액 : 업소당 1백만 원 지급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위생과)
제출서류 : 지
 원금 신청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대표자명의의 통장사본(대표자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의 위생과 ☎(02)2627-2604

구분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222만 원 지원(월 37만 원 한도, 최대 6개월)

장기취업형

18개월 이상 고용 – 1인당 90만 원 지원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 고용 –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체험형

인턴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월 37만 원 지원

문의 (사)G밸리 산업협회 ☎(02)867-2100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무료 노동법 교육 안내

신청기간 : 2021.3.3.(수) 10:00 ~ 2021.3.12.(금) 18:00
신청방법 : 서
 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19~39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신청기간 : 2021.2.8. ~ 3.30.
신청대상 : (예비)직장맘&직장대디 누구나,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주요내용 : 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안내
교육일시 : 3월16일, 23일, 30일, 12:10 ~ 12:50
교육장소 : 가산W센터 312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교육장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704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어 진행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에서 신청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사업 안내

교육비용 : 무료(센터 전액 지원)

사업기간 : 2021.1.1. ~ 12.31.(상시진행)

문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3

사업대상 : 만 55세 이상 구직자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09:00 ~ 17:00)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사업 안내

이용장소 : 금천노인종합복지관 2층 복지과
이용비용 : 무료

신청기간 : 2021. 1. 1. ~ 12.31.(상시)

접수방법 :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방문

지원대상 : 건설관련 구직자, 건설근로자가 필요한 건설업체(현장)

이용절차 : 구
 직상담 → 구직등록(내방 등록, 신분증/구직신청서)

지원내용 : 취
 업상담 및 알선, 퇴직공제부금 조회 및 안내,
직업훈련정보, 임금체불 및 산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취업상담 → 취업알선 → 구직자 사후관리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건설일드림넷 온라인(cwma.or.kr/cid), 모바일앱

문의 금천노인종합복지관 ☎070-7090-5417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 서울센터 ☎(02)2696-1829

사업체명

직무 및 직종

학력

급여

무관

(시급) 8,720원 이상

3월 일자리 정보

엑스빔테크

전기계측 제어 기술자
(전기패널, 계장, 공정자동화전기 등)

구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이피네트시스템즈(주)

기계장비 기술영업원

대졸

(시급) 8,720원 이상

금천구 일자리센터 ☎(02)2627-1150

한창이웨이(주)

마케팅 전문가

무관

연봉 4,000만 원 이상

일선솔루션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자(프로그래머)

초대졸

연봉 2,600만 원 이상

영동오토텍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무관

연봉 3,800만 원 이상

이엑스마루

웹 기획자

초대졸

연봉 5,000만 원 이상

※위
 업체 취업 희망 시 금천구 일자리센터로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알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구인사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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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탐방

국내 최초 원스톱 의류제작시스템
서울패션스마트센터
재봉실

금천솔루션앵커 개관

지난해 10월 금천구에 국내 최초로 원스톱 의류제작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서울패션스마트센터 금천솔

온라인 판매용 촬영

루션앵커가 개관했다.
금천구는 1960년대부터 한국 수출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의류제조 산업의 중심지다. 구

센터 내 각종 첨단 장비는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

로공단과 인접하고, 고급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임

할 수 있으며, 패션산업 창업자를 위한 실전형 아카

가공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현재까지도 그 명성을 이

데미는 물론 청년 창업인의 아이디어와 기술숙련공

어오고 있다.

들의 노하우가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 협업

서울패션스마트센터는 열악한 패션의류 소공인을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한다.

지원하고, 취업·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

서울패션스마트센터 금천솔루션앵커가 스마트시대

성된 공간으로, IT 솔루션을 기반으로 디자인 상담부

의류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여 금천구 의류제조

터 제품 생산(디자인-패턴-자동재단(CAM)-봉제-마

업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판로개척 등 금천구 의류

감)까지 센터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 공간은 패션의류 소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

문의 지역경제과 ☎(02)2627-1302

적인 동선을 갖춘 자동재단실, 공용장비실, 교육장, 창
업 공간, 마스크 제조 시설,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하였
다. 패션의류 소공인이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의류
제작을 원할 경우 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비대면 상담으로 신속하게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흥

금천구청역

리

사거
시흥1동

LG유플러스
빌딩

재단실

금천파출소

서울패션
홈플러스
스마트센터
(시흥대로57길 5)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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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

2021

희망온돌

참여자 명단(1~2월)
구청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박기천, 시온감리교회, 무한궤도, 신흥정화(주), ㈜휴먼피부임상시험센터, 롯
데건설(주) 서울독산기업형임대주택 현장, ㈜지엠솔루션, 금천구의사회, 에이스하이엔드3차 입주
자위원회, 한국야금(주), 명화공업, 대륭테크노타운18차 운영위원회, 맥스코리아, 서울시흥라이온
스클럽, 서울뉴시흥라이온스클럽, 관악농협, ㈜신영프레시젼, 조행이,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전
한 강강술래, 대순진리회 수색방면, 이랜드복지재단, 나누리교회, JWC네트웍스, 효진컴퍼니

가산동

한종구

독산1동

조종원, 독산1동 통장협의회, 김경화, KNH무역, ㈜금대유통

독산2동

신일교회, 일신축산, 태양빌라

독산3동

프랑세즈과자점(황호두), 양훈식, 김주옥, 정성우

독산4동

허복순, 독산4동 주민자치회, 독산4동 통장협의회, 독산4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독산4동새마을지
도자협의회, 조범철, 우성건설환경, 김선환

시흥1동

밝은내일내과(남택만), ㈜아이플러스건축, 익명, 시흥새마을금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시흥2동

구립우솔어린이집, 염광감리교회, 시은교회, 하늘빛어린이집, 은행나무마트, 과일나라, 광장약국,
두부박사, 백산온누리약국, 봉봉푸줏간, 정운온누리약국, 호암공덕회

시흥3동

김인숙

시흥4동

조영배, 순흥안씨양도공파종회, 김교석, 시흥새마을금고, ㈜아울렛마트(대표:김창남), 시흥4동새
마을부녀회(회장:강영자), 시흥4동주민모금함, 시흥4동반장 외 주민

시흥5동

김영복, 은행나무마트, 시흥5동 통장협의회, 예향교회,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호압사

26 금천문화

풍경,
자연이 주는 선물
우리는 종종 길 위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산에 올라 오솔길 굽이굽이 산책길에 오
르면 바람이 스치는 소리, 새소리, 바스락 낙엽 소리에 평온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길은 어떤 길인가요?
계충식
금천미술협회부회장
한국미술협회, 청솔회,
현대사생회 회원

작품명 : 풍
 경
130㎝ x 162㎝, 캔버스 유화

<우리가 산을 찾는 이유>

우리들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살이에 지쳐있지만 매주 일요일이면 산을
찾게 된다. 매일매일 변하는 자연 속에 묻혀버리면 내 마음도 자연과 하나 되
어 어느새 편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자연 속에서 섬세한 자력이 있다고 믿는다.
무의식적으로 그 자력에 복종하면 바른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짙은 녹색 나뭇
잎 사이로 새어드는 황홀환 햇볕과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도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우리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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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금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인권침해를 개선합니다.

改善对多元文化家庭的歧视和人权侵
害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女性家族部为了减少社会对多元文化家庭的歧视，保护人
权，提高对多元文化的包容性，发布了《多元文化家庭包容
策略》。主要内容包括：对负责多元文化家庭服务的公务员
全面开展“多元文化理解培训”；加强管理国际婚姻中介广告
中的性别歧视和人权侵犯行为；实施综合案例管理，为结婚
移民女性提供能力开发支持；扩大对多元文化单亲家庭的支
持；填补多元文化家庭支持政策中的制度空白，如体现“收
入水平”等。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
로 다문화가족 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 국제
결혼 중개 광고의 성차별·인권침해 행위 규제 등 관리 강화, 결혼이
민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실시,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소득기준’ 반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의 빈틈을 메꾸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咨询 : 外国人综合咨询中心 ☎1345

Measures to Eradicate Discrimination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CẢI THIỆN VI PHẠM NHÂN QUYỀN·PHÂN
BIỆT ĐỐI VỚI GIA ĐÌNH ĐA VĂN HÓA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announced the “Measures
to Embrace Multicultural Families” to eradicate discrimination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protect human rights, and increase multi-culture
acceptability. The major contents of the measures prepar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filling the gap in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e
making it obligatory for civil servants in charge of providing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o undergo “Training on Understanding Multicultural
Families,” strictly regulating advertiseme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to prevent sexual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mplementing integrated case management to support the career
development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expanding support
for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and reflecting the “standard of
income” to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để nâng cao sự hòa nhập đa văn hóa, bảo hộ nhân quyền và hủy
bỏ phân biệt đối với gia đình đa văn hóa bộ bình đẳng giới đã công
bố 『đối sách bảo hộ gia đình đa văn hóa』. nội dung chủ yếu bao
gồm công viên chức phụ trách dịch vụ gia đình đa văn hóa phải có
nghĩa vụ hóa ‘giáo dục thông hiểu đa văn hóa’, tăng cường quản lí
các quy chế về hành vi vi phạm nhân quyền·phân biệt giới tính ở
quảng cáo của các trung tâm môi giới kết hôn quốc tế, và để phát
triển năng lực của phụ nữ kết hôn di trú sẽ thực hiện quản lý hỗ trợ
tổng hợp, đẩy mạnh hỗ trợ đối với gia đình đa văn hóa đơn thân,
phản ánh chính sách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heo ‘tiêu chuẩn thu
nhập’, ...đã chuẩn bị phương án cải thiện theo chế độ bổ sung vào
những thiếu sót ở các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rước đó.
thắc mắc :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Information :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교육프로그램
<3월 교육문화 온라인 프로그램>

Geumcheon Global Village Center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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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 Thu./Mon. Wed.

10:00/15:00

한국어 고급

화·목

15:00

Advanced Korean

Tue. Thu.

15:00

요가교실

수·토

10:30

Yoga class

Wed. Sat.

10:30

요리교실

수·금

14:40

Cooking class

Wed. Fri.

14:40

컴퓨터교실

화·토

15:00

Computer class

Tue. Sat.

15:00

※ 이용대상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Day of the wee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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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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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의정소식
열린 의회.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의회

금천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개회
- ‘1일 1개국’ 주요업무보고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 기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 제227회 임시회가 오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심사,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구성 등을 심의한다.
2월 17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결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 또한 선
임될 예정이다. 이어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
획 보고와 함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시 ‘1
일 1개국’으로 의사일정을 편성하여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주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
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정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정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강수정 의원 발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
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경옥 의원 발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
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경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경완 의원 발의) 등 총 16건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
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
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임시회 방청
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
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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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금천구의회 http://council.geumcheon.go.kr 의회사무국 ☎(02)2627-2442~3

금천구의회,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설맞이
위문품 전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는 지난 2월 4일 설 명절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해마다 진행해온 설맞
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및 격려는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시설은 EM실천 보호작업시설(가산동), 소울터 보호작업장(독산1동),
기쁨나무(독산2동), 별바라기 주간보호센터(시흥1동), 시각장애인쉼터(시
흥1동), 하누리 주간보호센터(시흥3동), 혜명보육원(시흥5동)이며 과일, 쌀
등을 시설 입소자에게 전달하였다.
백승권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기이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보
름달과 같이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금천구의회,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백승권 금천구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기대해’ 메시지
챌린지에 참여해 “구민중심의 새로운 시작인 자치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의 시작을 금천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
치법』과 『자치경찰법』 등 제도개선과 지방정부가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
로, 앞으로 맞이할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맞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참여 방법은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SNS에 게재
하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였다.
백승권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변
화된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
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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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 금천구를 만들어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금천향기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궁금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퀴즈왕의 정답과 함께 구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제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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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에서 발원

‘제36회 우리동네 퀴즈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월호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
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해 안양, 광명을 거쳐 한강까지 총 32.5km를 흐르는 도심 속 하천입니다. 구
는 세 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안양천 테마풍경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다
음 중 그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 지난호정답 : ④

솔바람

당첨자 : 조○숙(독산동), 한○인(가산동), 송○주(가
산동), 장○진(시흥동), 박○일(시흥동), 유○연(시흥

① 시골풍경길

② 세계여행길

동), 유○영(독산동), 지○자(시흥동), 정○용(독산동),

③ 생태체험길

④ 도시풍경길

김○숙(독산동), 안○두(독산동), 김○영 (시흥동), 박
○연(시흥동), 박○용(시흥동), 김○미(시흥동), 유○
아(가산동), 윤○민(시흥동), 김○정(독산동), 장○준
(시흥동), 김○천(독산동)

문제를 풀고 3월 10일(수)까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 중
2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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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금천향기> 표지 이야기
성큼 다가온 봄의 기운과 함께 3월은 새로운 시
작을 의미하는 달이기도 하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 풍경은 봄보다 더 알록달록 화
사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유치원생에서 초등학
생이 되는 정재와 은서에게도 이번 3월은 특별
하다. 금나래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
기 때문이다. 이들의 멋진 시작을 응원한다.
촬영협조 : 금나래초등학교

발행인 : 금천구청장
발행일 : 2021년 2월 25일 <3월호>
편집인 : 홍보디지털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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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신청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전화 : ☎(02)2627-2022
이메일 : geumcheon1@naver.com

금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 2월26일부터 시행됩니다
단계별 접종시기 및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 2021. 2. 26. ~ 3. 31

기간 2021. 4월 ~ 6월

기간 2021. 7월 ~ 11월

접종대상 및 방법

접종대상 및 방법

접종대상 및 방법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 노인재가복지시설,

• 만 18세 ~ 64세 구민, 소방,

환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 근무

장애인노숙인시설 이용자 및

경찰 등 필수 인력,

보건의료인 : 자체 접종

종사자 등 : 대상기관 방문 접종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

• 코로나19 대응요원 :

• 의료기관·약국보건의료인 :

보건소 내소 접종

자체 접종

• 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대상기관 방문 접종

• 65세 이상 주민 :

예방접종센터(금나래문화체육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지정예정)
접종

위탁의료기관(지정예정) 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 접종

* 접종 일정, 대상, 방법은 백신 공급물량 및 공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직후부터 3일까지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금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02)2627-2401~3으로 연락주세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투표일 등 안내
선거일 투표 : 4월 7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 4월 2일(금)~3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기준 만 18세(2003.4.8. 이전 출생자) 이상의 분들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문의 :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02)864-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