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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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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통공간으로 재탄생하다
- 대학생기자단 박소은, 정재윤, 오기영, 엄수빈, 박채원, 성희호

새롭게 리모델링된 공간

대림
도서관

도신로 27

도서관 지하 전시 및 휴게공간이 새롭게 바뀌었다. 테마에 따라 바뀌는

3층은 일반 도서열람실과 학습공간으로, 창가를 둘러서 책을 볼 수

전시를 관람하고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9월 말부터

있는 책상이 있다. 이야기와 토론을 할 수 있는 1·2층과 달리 책에

‘마을의 기억, 우리의 기록’ 이 전시될 예정이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1층은 개방형 열람공간이다. 주민이 추천하는 북큐레이션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가능
하며, 이곳에 설치된 ‘나눔 북트럭’을 통해 누구나 과월호 잡지와 나눔
도서를 가져갈 수 있다.

3층 일반자료실

4층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개방형 열람실로, 현재 사서가 추천하는
인기도서를 빌릴 수 있는 ‘데려가방’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1층 개방형열람실

옥상은 휴게공간 및 도서관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층은 어린이 중심의 가족도서관이다. 유아를 동반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수유실과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말에는 자료실에서
가족들이 공연도 하고 북콘서트도 진행한다.

4층 자유열람실

2층 휴게실

5층 옥상

책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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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의 마을도서관&공립 작은도서관
영등포본동 

우리들의 행복한 공간

문래
도서관

문래로20길 49

영등포본동 작은도서관

신길로61길17(영등포본동주민센터 3층)

☎ 02 - 847 - 8883

열람석 : 8석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 02 - 843 - 5935

영등포로64길 15(1층)

열람석 : 8석

영등포동 

개관한지 10년이 지난 문래도서관은 현재 이용자 중심의 편안하고 개방된 공간
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올해 리모델링을 마친 5층 ‘마루’는 탁트인 느낌과 포근한
분위기로 방문객을 맞고 있으며, 주민과 작가들을 연결한 지역공유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영등포동 작은도서관
☎ 02 - 2636 - 8222

국회대로44길 4(영등포동자치회관 1층)
열람석 : 30석

여의동 
여의샛강 마을도서관
☎ 02 - 2629 - 2222

여의대로 24
열람석 : 123석

여의동 작은도서관

국제금융로124(여의동주민센터 3층)

☎ 02 - 784 - 2268

열람석 : 10석

당산1동 
구민회관 작은도서관
☎ 02 - 2678 - 9997
당산1동 작은도서관

국회대로 596(영등포아트홀 3층)
열람석 : 46석
양산로23길11(당산1동주민센터 2층)

☎ 02 - 2677 - 7916

열람석 : 22석

당산2동 
당산2동 작은도서관

당산로41가길7(당산2동주민센터 3층)

☎ 02 - 2632 - 2276

열람석 : 10석

도림동 
도림동 작은도서관

도신로33길 4(도림동자치회관 1층)

☎ 02 - 833 - 3036

열람석 : 10석

문래동 
문래동 작은도서관

5층 ‘마루’ 공간

도림로141가길16(문래동자치회관 1층)

☎ 02 - 2068 - 8919
목화마을 작은도서관
☎ 02 - 811 - 7410

열람석 : 50석
선유로13길 25(에이스하이테크2차 2층)
열람석 : 24석

양평1동 

책 향기 가득 신나는 공간

선유
도서관

양평1동 작은도서관

영등포로11길12(양평1동주민센터 2층)

☎ 02 - 3667 - 9996
양평2동 
양평2동 작은도서관

선유로47길 30(양평2동주민센터 4층)

☎ 02 - 2679 - 5252

선유로 43가길 10 - 8

열람석 : 8석

열람석 : 13석

신길1동 

지역의 예술활동가와 협업하고 현대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로

신길1동 작은도서관

특화된 선유도서관은 전자서비스와 비대면 기기, 줌 (ZOOM) 을 활용하고, 디지털

☎ 02 - 8895 - 1184

자료를 확충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로84길 24-5(신길종합사회복지관 2층)
열람석 : 15석

신길3동 
생각나무 마을도서관
☎ 02 - 846 - 0399

신길로41라길 13 -8(신길3동주민센터 2층)
열람석 : 6석

신길4동 
드나드리 마을도서관
☎ 02 - 3457 - 7688

신길로42길1(신길4동주민센터 2층)
열람석 : 20석

신길5동 
꿈터 마을도서관

도림로 264(신길5동주민센터 3층)

☎ 02 - 836 - 1005

열람석 : 6석

신길6동 
신길6동 마을도서관
☎ 02 - 835 - 7476

대방천로 193(신길6동복지관 지하 1층)
열람석 : 30석

신길7동 
마음서랍 마을도서관
☎ 070 - 8895 - 1186

여의대방로43길 10(신길7동주민센터 5층)
열람석 : 18석

대림1동 
대림1동 작은도서관
☎ 02 - 834 - 4560

구립도서관 운영 시간

구립도서관 문의처

대림2동 작은도서관

•대림도서관 | ☎ 02 - 828 - 3702 ~ 3

☎ 02 - 832 - 1215

•주말 | 09:00 ~ 17:00

•문래도서관 | ☎ 02 - 2629 - 8600

대림3동 

•선유도서관 | ☎ 02 - 2163 - 0800

열람석 : 24석

대림2동 

•평일 | 09:00 ~ 21:00
※ 방역시간 : 12:00 ~ 13:00

디지털로441(보건분소 지하 1층)

대림3동 작은도서관
☎ 02 - 832 - 4705

대림로23길 25(대림2동어린이집 4층)
열람석 : 16석
대림로 197(대림3동주민센터 2층)
열람석 : 19석

의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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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 (의장 고기판) 는 3일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현장방문 ▲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9월 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진행해,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는 ▲ 안양천 하천변 (신정교 ~ 한강합수부)을, 사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는 ▲ 여의도동 31번지 ((舊) MBC 부지) 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 ▲ 당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17건의
조례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건 포함) 과 기타 안건 3건 등 총 20건이다.
안건 처리 결과 (총 20건 : 조례안 17건, 기타안 3건)
연번

안건명

대표발의 제출자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최봉희 의원

원안 가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

원안 가결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차인영 의원

원안 가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순원 의원

원안 가결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

원안 가결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오현숙 의원

원안 가결

7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기판·이용주 의원 수정 가결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

원안 가결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

원안 가결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등포구청장

원안 가결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영등포구청장

원안 가결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김길자 의원

원안 가결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이미자 의원

원안 가결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

원안 가결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영 의원

원안 가결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진 의원

원안 가결

영등포구청장

원안 가결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

원안 가결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

원안 가결

20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 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등포구청장

원안 가결

※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 (www.ydp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 실시

11명 구의원,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영등포구의회 (의장 고기판) 는 9월 3일 영등포구의회
회의실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참여자 홍보대사 위촉식
을 진행했다. 장기기증 참여 홍보대사는 고기판 의장
을 비롯한 유승용 운영위원장, 오현숙 행정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김재진 의원, 정선희 의원,

영등포구의회 (의장 고기판) 는 9월 3일 <청렴,

김길자 의원, 이규선 의원, 윤준용 의원, 이미자 의원,

바람이 분다>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최봉희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영등포구의회 (의장 고기판) 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0일 영등포역 일대 상가 밀집지역 (영등포 삼각지) 을 청소하고 13일에는

추석맞이
대청소
&
전통시장
방문

우리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장보기와 함께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월의 독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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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의 만남

독자와 함께하는

10월의 도서관
프로그램 한마당

<내가 좋아하는 것들, 요가> 이은채 작가와의 만남
모집기간 | 9. 23.(목) ~ 정원 마감 시
내

독서의 계절 10월, 다양한 콘텐츠로 꾸린

모집대상 | 30명 (청소년 이상)

용 | < 내가 좋아하는 것들, 요가>저서와 요가로 인해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

강연일시 | 10. 8.(금) 19:00 ~ 20:30

영등포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즐겨보자

강연장소 | 비대면 (ZOOM)

<독서모임 꾸리는 법> 원하나 작가와의 만남
모집기간 | 9. 28.(화) ~ 정원 마감 시
내

내

용|독
 서모임이 갖는 의미와 독서모임을 기획ㆍ운영하는

실질적인 팁에 대한 이야기

「당신도 언젠가 어디선가 만났을 JAZZ」
모집기간 | 9. 23.(목) ~ 정원 마감 시

모집대상 | 30명 (청소년 이상)

강연일시 | 10. 14.(목) ~ 28.(목) 매주 목요일 3회차 19:00 ~ 20:30

모집대상 | 20명 (성인)

강연장소 | 비대면 (ZOOM)

용

신청방법 | 대
 림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공간 ▶ 프로그램 신청

회차

내용

문

1

영화에서 재즈로 : ‘스탠더드 재즈’와 영화 속 재즈 명곡

2

재즈에서 영화로 : 영화에서 재즈가 다뤄지는 다양한 방식

3

작가와 재즈 : 재즈가 창작의 원천이 되고, 작가의 글이 음악의
원천이 된 순간들

4

재즈를 더 잘 듣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의 | ☎ 02 - 828 - 3708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장주연 지역작가와의 만남
모집기간 | 9. 30.(금) ~ 정원 마감 시

모집대상 | 20명 (성인)

강연일시 | 10. 6.(수) ~ 27.(수) 매주 수요일 4회차 19:00 ~ 21:00

내

강연장소 | 선유도서관 5층 다목적실

강연일시 | 10. 15.(금) 19:00 ~ 20:30

강 연 자 | <월간 재즈피플> 조원용 칼럼니스트

강연장소 | 비대면 (ZOOM or youtube) 스트리밍

신청방법 | 선
 유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공간 ▶ 프로그램 신청

신청방법 | 문
 래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공간 ▶ 프로그램 신청

문

문

의 | ☎ 02 - 2163 - 0800 (내선 0)

※ 코로나19 확산 시 비대면 강연으로 변경될 수 있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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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저서 이야기

의 | ☎ 02 - 2629 - 8604

※ 코로나19 단계 감소 시 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음

영등포의 4(FOUR)가지
교육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부터 축제 피날레
그리고 전시회까지
청소년들과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 시

10. 15.(금) ~ 11. 4.(목)
대 상

아동, 청소년 및 영등포구민
내 용

영등포의 4(four)가지 교육 축제
[청소년자치활동·진로·책·과학]을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
포포페스타 RE:TURNS(리턴즈)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

축제별 콘텐츠
개별축제

주제

내용

체험 키트 사전 신청

문의처

청소년
자치한마당

RE:VIVE Youth,
청소년 활기를 되찾으리(RE)!

공연 영상, 제작 영상,
체험 키트, 전시 준비

10. 5.(화) ~ 10. 21.(목)
mullaeyouth.or.kr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02 - 2167 - 0121

진로
페스티벌

RE:DREAM with job,
꿈꾸리(RE)! 이루리(RE)!

직업체험처 소개,
이색 직업 체험
프로그램, 체험 키트

10. 5.(화) ~ 10. 14.(목)
1318nabi.org

영등포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 02 - 2636 - 6522

북
페스티벌

RE:PLAY with book,
도서관에 담으리(RE)!

책 경험 공유하기,
책 끝말잇기,
릴레이소설, 체험 키트

10. 6.(수) ~ 10. 10.(일)
ydplib.or.kr

영등포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 02 - 2069 - 2955

과학
싹잔치

RE:)Smile Earth,
지구가 다시 웃으리(RE)!

스마일 지구 체험
키트, 과학 체험
프로그램

9. 27.(월) ~ 10. 8.(금)
ydp.go.kr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
☎ 02 - 2670 - 3835

넣어 줄 포포페스타가 다시 돌아왔다
는 의미와 각 축제별 ‘리턴(Return)’의
의미를 담고 있는 테마 축제를 즐기
자는 의미

함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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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돌봄

아이를 양육하는 스트레스와 부담은 덜고 즐거움은 더하며,
건강한 엄마와 아이, 청소년을 위한 영등포의 돌봄체계를 살펴보자.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공간

탁트인 맘스가든

탁트인 맘스가든 이용은?
이용대상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여성, 부모

올해 10월 영등포본동과 도림동, 신길1ㆍ3ㆍ4동 등 5개 동이 만나는 지리적

이용비용 무료

요충지인 신길4동에 탁트인 맘스가든이 개소한다. 탁트인 맘스가든은

이용정원 키즈라운지 등 30명 (보호자 포함)

영유아를 위한 돌봄공간인 동시에 여성과 엄마를 위한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여성문화공간과 세계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키즈라운지, 프로
그램ㆍ세미나실, 수유실ㆍ파우더룸으로 구성되며 특히 전국 최초로 설치·

•장난감도서관은 대여 운영으로 정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화 ~ 금 09:30 ~ 17:30, 토 09:30 ~ 16:00
(월요일·공휴일 휴관)

운영하는 세계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여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향후 외국어 (중국어·영어) 동화 구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신체

주

소 신길로 204 (신길4동, 인의빌딩 2층)

·감성·예술놀이, 비즈악세서리·플라워박스 만들기 등 여성을 위한 다양

전

화 ☎ 02 - 833 - 6022

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키즈라운지

세계장난감도서관

카페테리아

함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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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문래동과 양평2동 2개의 권역에서 8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공유어린이집 운영을

공동협력의 시너지 효과

시작한다. 공유어린이집은 원아 공동모집, 공유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교재ㆍ교구 공동활용 등 어린

공유어린이집

이집 간 공동협력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려 한다.
공유어린이집을 실시함으로써 공동구매 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운영 효율화, 어린이집별 정ㆍ현원
대기현황 공유를 통해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래동 권역
목화마을

☎ 02 - 2636 - 8001

문래동

☎ 02 - 2672 - 9990

문래자이

☎ 02 - 2069 - 4512

행복드림

☎ 02 - 3667 - 7959

양평2동 권역
늘해랑

☎ 02 - 2069 - 2780

양평2동

☎ 02 - 2634 - 7383

반디

☎ 02 - 2676 - 0677

한사랑

☎ 02 - 6264 - 3446

우리만의 아지트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올해 10월, 대림1동에 청소년자율문화공간 5호점 대림플레이가 개소
한다.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청소년들이 우리만의 아지트에서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내는 놀이ㆍ모임ㆍ휴식 공간이다. 북카페, 다목적홀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내부 시설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관내

대림플레이 (오픈플레이)

청소년 관련 서비스 정보를 통합 안내 받을 수 있다.
향후 청소년 영상 미디어 제작 교육 프로
그램도 진행 될 예정이다.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이용 청소년 인터뷰

진지연 (도림동)
요즘 저와 같은 청소년들은 갈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
이지만 여기서는 실내에서 다양한 놀거리 등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으면 선생님들과 상담도
할 수 있고요.

구분
소재지
운영시간
전화번호

라라랜드 (1호점)

대림플레이 (게임방)

언더랜드 (2호점)

도영로 22길 36, 해광빌딩 국제금융로86, 한양아파트 앞
지하 1층 (영등포본동)
교차로 지하 (여의동)

선유다락 (3호점)

문래, 날다 (4호점)

대림플레이 (5호점)

양평로22길 21, B207호
(양평2동)

도림로445, 302호
(문래동)

디지털로 450, 2층
(대림1동)

09:00 ~ 18:00 (화 ~ 토)

13:00 ~ 21:00 (화 ~ 금),
10:00 ~ 18:00 (토)

☎ 02 - 3667 - 6561

☎ 070 - 4100 - 6562 ~ 3

13:00 ~ 21:00 (화 ~ 금), 10:00 ~ 18:00 (토)
☎ 070 - 4170 - 1510

☎ 02 - 3775 - 4041

☎ 070 - 4473 - 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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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골목길

대림1동 골목길

차가운 도시에 온기를 불어넣다

정치와 금융의 중심으로 거듭난 첨단 도시 영등포에는
매순간 달라지는 도시의 옛모습을 간직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오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골목길이 있다.

현재와 과거의

소통 공간

골목길의 어귀에 들어서면 고요한 분위기에 저절로 몸과 마음이 숙연
해 진다. 도시의 역사가 지나간 흔적과 함께 걷다 보면, 높은 건물로 가득
하기만 한 줄 알았던 차가운 빌딩의 숲에서 벗어나 따뜻한 소박함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은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던 놀이터였으며, 어릴 적 눈 감고도 뛰
신길4동 골목길

놀 수 있던 사랑과 추억이 잠들어 있는 골목길이다.

가을, 골목길

09

도심에서 마주한 살아있는 기억,
도시에서 과거를 만나다
지나간 기억이 아닌 새로운 즐거움,
영등포본동 골목길 (탁트인 골목만들기 사업)

영등포로62라길

신길5동 골목길 (주민참여사업)

일상이

신길로13가길

벽화의 감성으로 채워지는 골목

※ 탁트인 골목만들기 사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예술이 되다

골목길이 달라지고 있다. 낙후되어 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던 수동적인 입장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을 입는 등 능동
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추억에 예술까지 더해진 골목길은 조용히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
들이 방문하며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가 된 벽화는 보행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선선해진 가을,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골목길을 걸으며 조용히
당산1동 골목길 (탁트인 골목만들기 사업)

그 때의 그 추억에 잠겨보는 건 어떨까?

당산로16길

안전을 지키는 벽화
골목길 벽화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디자인 사업 중 하나이다.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로 도시환경을 바꿔 범죄를
문래예술창작촌

영등포본동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생생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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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영양플러스사업
모집기간 연중 상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수혜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1년

치매선별검사

대

상	관내 만 6세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 출산, 수유부 중
영양 위험요인 (영양섭취불량, 빈혈 등) 을 가지고 있는 기준중위

일

시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대

상 만 60세 이상 ※ 만 75세 진입자는 치매선별검사 필수 대상

장

소 영등포구기억키움센터

내

용 무료 인지선별검사 (CIST)

기

타 연중 상시 사전예약접수 ☎ 02 - 831 - 0855

소득 80% 이하인 구민
내

용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실시
•보충 식품 (달걀, 우유, 감자, 당근, 김 등) 일정기간 지원
•영양 불량 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 상담 등

온라인 기억친구 교육

기

일

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4:00

대

상 중학생 이상 영등포구 지역주민 (ZOOM 어플 사용 가능자)

장

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개인 장소

내

용 치매란, 치매의 원인, 치매의 증상 및 경과, 치매 예방법 등 (50분)

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에 참여 시 임신부·출산·
수유부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나 영유아는 참여 가능

전화접수 및 문의 영양플러스센터
보건지원과 영양플러스센터 ☎ 02-2670-4843~4

영등포구기억키움센터 ☎ 02-831-0855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02-2670-4752

인플루엔자 사업
기간 및 대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만 75세 이상
(1946.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 암검진 사업
기

간 ~ 12. 31.

대

상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기준

만 65세 이상 •만 70 ~ 74세
어르신
(1947. 1. 1. ~ 1951. 12. 31. 출생자)

장

소 전국 암검진 지정병원

방

법	「2021년도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지정병원에서

검진암종
암종별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만 40세
이상
남녀

만 50세
이상
남녀

만 40세
이상
여성

만 20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검진주기

2년

1년

2년

2년

6개월

2년

검진방법

위장조영
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

분변잠혈
반응검사

유방촬영술

자궁경부
세포검사

간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
단백검사

저선량흉부
CT

기준

건강증진과 만성병지원팀 ☎ 02-2670-4813, 4745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대

상 관내 18개동 표본가구 중 19세 이상 성인 915명

시

기 ~ 10. 31.(일)

방

법 조사원이 표본가구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내

용 흡연, 음주, 신체활동, 코로나19 관련 문항 등

절

차	조사대상가구 선정 ▶ 선정통지서 발송 ▶ 조사원 가구방문 및 조사
▶ 답례품

•어린이 인플루엔자
어린이
(생후 6개월
~ 13세)

예약·방문 검진

증정 ▶ 조사내용 확인전화
건강증진과 만성병지원팀 ☎ 02-2670-4813

’21. 10. 18.(월) ~ ’22. 2. 28.(월)

•만 65 ~ 69세
’21. 10. 21.(목) ~ ’22. 2. 28.(월)
(1952. 1. 1. ~ 1956. 12. 31. 출생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월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94,000원 이하

’21. 10. 12.(화) ~ ’22. 2. 28.(월)

※ ’08. 1. 1.
~ ’21. 8. 31.
출생아

•2회 접종 대상자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21. 9. 14.(화) ~ ’22. 4. 30.(토)
- 생애 처음 독감 접종자
- 과거 총 1회 접종자
•1회 접종 대상자
- 과거 4주 간격 2차 접종 완료자
- 만 9세 이상 대상자

’21. 10. 12.(화) ~ ’22. 2. 28.(월)

•임신부 인플루엔자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한 임신부
(임신주수 관계없이 접종)

임신부

’21. 9. 14.(화) ~ ’22. 4. 30.(토)

장

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내

용	겨울철 어린이 및 임신부,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접종 지원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 의료기관찾기에서 실시간
검색 가능

생생구정

모

집

2021년 제2회 영등포구민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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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해교육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10. 10.(일)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공모부문 소설 (2백자 원고지 80장 내외), 시·시조 (5편) 2개 부문

교육일시 10. 27.(수) 14:00 ~ 16:00

공고 및 접수기간 ~ 10. 29.(금)

강

사 정철규 (KBS공채 개그맨 출신 다문화강사)

대

상 구민 49명

장

소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강당

주

제 그림자도 차별하실 건가요?

내

용 다문화시대의 인권과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 수용성

시상내역 ① 당선작 : 1명 (1,000만 원)
② 가 작 : 1명 (500만 원)
공모자격 (기성 문인 포함)
① 공모일 현재 (09. 0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등포구인 자
② 출생지가 영등포구인 자 (주민등록초본 확인)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다누리정책팀 ☎ 02-2670-1634

접수방법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중 택 1
•등기우편 접수 :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이메일 접수 : dlrlgh28@ydp.go.kr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02-2670-3144

청년1인 창업지원실 입주자 모집
모집기간 ~ 모집 시까지
입주자격	1인 창업 의지가 있고, 1년 이내 창업했거나 3개월 이내 창업이

YDP 재능나눔 플랫폼 재능강사 모집

가능한 자 ※ 1순위: 만 20 ~ 39세의 청년 / 2순위: 1순위 외의 자
지원내용

모집기간 연중 상시

•창업공간 (평균 20㎡) 및 사무집기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제공

모집대상 재능나눔 강의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구민 우대)

•구 시책 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시 우선 지원

신청분야 인문분야, 문화예술, 시민참여, 직업능력, 기타 다양한 분야

모집호실 2개 호실

신청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 평생교육 ▶ 재능나눔)
제출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 방문, 우편 접수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 ☎ 02-2670-4177

YDP 아카데미 특강 수강생 모집

호실

임대면적

전용면적

425 - 4호

23.57㎡

19.1㎡

425 - 5호

22.11㎡

17.925㎡

입주예정일

입주기간

익월 1일

최대 1년

입주부담금
보증금
없음

임대료 (1년)
941,840원
883,510원

※ 모집 호실은 입주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일자리경제과 상공인지원팀 ☎ 02-2670-3426

모집기간 10. 11.(월) ~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 평생교육 ▶ 강좌신청)

중장년 일자리희망플랫폼 1인 사무공간 입주자 모집

일

시 10. 28.(목) 15:00 ~ 17:00

강

사 김병조(방송인 겸 한학자)

모집기간 연중 상시 (완료 시까지)

대

상 구민 50명

입주자격

장

소 YDP미래평생학습관 5층 YDP홀 (도신로 4길 20)

•관내 거주 중장년층 (만 40 ~ 64세)으로 모집공간을 활용하여 창업·창직

내

용	명심보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찾는 생활 속 지혜와 진정한

및 사회공헌활동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계획이 있는 자
지원내용

행복이란 무엇인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YDP미래평생학습관 ☎ 02-2670-7581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 ☎ 02-2670-3840

•1인 사무책상, 개인사물함, 공동사무기기 제공
•5개석 개인 데스크탑 PC 제공, 5개석 미설치 (개인 노트북 사용 가능)
이용조건 이용료 납부 (1개월 36,000 ~ 45,000원)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2-2670-4103
중장년일자리희망플랫폼 ☎ 02-2670-7589

2021 온라인 해커톤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9. 27.(월) ~ 모집 시까지, 선착순 접수

수변생태순환길 비대면걷기대회 참가자 모집

신청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 평생교육 ▶ 융합인재교육)

모집기간 ~ 10. 3.(일) 선착순 접수

대

상 관내 초·중학생 50명 (초등 5 ~ 6학년, 중학 1 ~ 3학년)

모집대상 구민 500명

일

시 10. 16.(토) ~ 10. 17(일) 09:30 ~ 18:00

참여기간 10. 4.(월) ~ 10. 13.(수)

장

소 YDP미래평생학습관 YDP홀 (도신로4길 20)

신청방법	워크온 가입 (영등포구체육회 커뮤니티 가입) ▶ 커뮤니티 내

주

제	로봇을 타고 떠나는 가상세계

내

용	나를 상징하는 아바타와 함께 메타버스에서 CT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의 VRT 로봇을 제작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대회
YDP융합인재교육센터 ☎ 02-2069-3014~5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 ☎ 02-2670-3835

챌린지 참여 ▶ 해당 코스 걷기 완료
대회코스 영등포구 수변생태순환길 (도림천 ~ 여의도 한강공원)
운영코스 : 전체코스 (20Km) 중 15% (3Km) 이상 달성
참가혜택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400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회 ☎ 02-835-7331~2

생생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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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보조금24」 서비스 이용
보조금24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가입 신청

있는 맞춤형 서비스
내

통장별 가입자격 및 신청 일정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모집일정

2, 3, 4, 5, 6, 7,
8, 9, 10, 11월
(총 10차)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신청 가능

청년저축계좌

2, 3, 4, 5, 6, 7,
8, 9, 10, 11월
(총 10차)

2, 5, 8, 10월
(총 4차)

용 •국가 제공 각종 혜택 확인

2, 5, 8, 10월
(총 4차)

이용방법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보조금24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획예산과 평가팀 ☎ 02-2670-7531

10. 1.(금) ~ 10. 20.(수)
접수처

가입대상

관할 동주민센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만 15 ~ 39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 청년
(만 15 ~ 39세)

본인 저축의무
없음

본인저축

월 5 / 10만 원

월 10만 원

정부지원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60천 원,
최대 663천 원)

본인
저축액에
1 : 1 매칭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77천 원,
최대 538천 원)

본인
저축액에
1 : 3 매칭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 시
월 정액 2만 원)

없음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 시
1 : 1 매칭
월 최대 2만 원)

없음

3년 평균
적립액
(10만 원
저축 시)
지원조건

월 1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적립

대

상 다가구 주택, 원룸, 공장, 상가

신청자격 신청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정부24 (www.gov.kr),
우편·방문 접수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우편·방문 접수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 건물 도면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 ☎ 02-2670-372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10. 29.(금)

1,728만 원
1,789만 원
최대 1,440만 원
(최대 2,819만 원) 720만 원 + 이자 (최대 2,369만 원)
+ 이자
* 본인저축
+ 이자
+ 이자
* 본인저축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360만 원 포함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 원 포함

360만 원 포함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
관리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신청서류

상세주소 신청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고,
소액이라도 실제 근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 02-2670-3932

지급대상 소득 하위 80% + α(맞벌이, 1인 가구)
•’21. 6. 건강보험료 기준
•제외대상 :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
-가
 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자,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자
지급금액 1인당 25만 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
대상자 여부 조회 국민비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 등
신청 및 수령 온·오프라인 신청, 성인 개인별 지급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수령, 대리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11. 30.(화)

신용·체크카드

지원대상

오프라인 신청

서울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9. 6.(월) ~ 10. 29.(금)

•영등포구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구민
•베란다형 1,000가구, 주택형 10가구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본인부담 베란다형 5만 원 전후, 주택형 약 52만 원
요금절감 베란다형 약 7천 원 ~ 1만 원 / 월, 주택형 약 6만 2천 원 / 월
문

신청방법

선불카드

9. 13.(월) ~ 10. 29.(금)

서울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등) 앱
또는 홈페이지
(https://support.
zeropaypoint.or.kr)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의	국민콜 ☎ 110, 전담콜센터 ☎ 1533 - 2021, 국세청 ☎ 126,
행안부 ☎ 02 - 2100 - 3399, 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베란다형 태양광

복지부 ☎ 129, 영등포구청 콜센터 ☎ 02 - 3457 - 7900

- 서울시 지정 보급업체, 태양광 콜센터 (☎ 1566 - 0494) 전화 신청
- 온라인 사이트 신청 (www.sunnyseoul.com)

포포그레×지역 예술가가 함께하는 <가을 랩소디>

•주택형 태양광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 02-2670-3447

대

상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등 10개 이내

내

용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서비스)을 리브랜딩하여 공동브랜드
포포그레와 지역예술가가 만드는 스토리텔링 패키징

찾아가는 유해환경 진단 서비스 신청

팝업스토어 운영일정

기

간 ~ 11. 30.(화)

•기

간 | 10. 15.(금) ~ 10. 28.(목)

대

상 관내 측정을 원하는 가정, 사무실 등

•장

소 |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측정항목 초미세먼지 (PM - 2.5), CO, CO2, 폼알데하이드, 라돈 등

•판매품목 | 커피류, 비누, 마음노트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운영내용 유해환경 진단관리사가 방문하여 유해환경 측정 후 관리요령 안내

※ 온라인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 라이브커머스 : 네이버 쇼핑라이브 운영

환경과 생활환경팀 ☎ 02-2670-3465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팀 ☎ 02-2670-3961

생생구정

칼럼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축설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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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금융생활

요

•위

치 | 대림동 611(대림3유수지 내)

•기

간 | ~ 2024. 2.

제4편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대체육관 등
•추진일정 (상기 일정 변동 가능)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

‘300%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시 무조건 보상’ 등의 문자를 받아보신 적

- 건축설계 시행 : 2021. 8.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2. 3. ~ 2024. 2.

있나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카카오톡,

구민의견 수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접수기간 | 10. 1. ~ 10. 31.(한달 간)
•대

금감원과 함께 하는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상 | 관내 구민 누구나

•접수방법 | 건
 축설계와 관련된 의견 및 제안사항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로
유선(☎ 02 - 2670 - 3522) 및 이메일(201404081@ydp.go.kr) 접수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 02-2670-3522

‘주식 리딩방’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자칭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
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고 매도·매수 타이밍을 리딩(leading)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어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주식 투자손실은 물론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회원가입비
까지 손해를 보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AI(인공지능) 면접체험 프로그램 이용

하지만 ‘주식 리딩방’은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유사

운영기간 연중 ※ 주말, 공휴일 휴관

투자자문업자 주) 또는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피해 발생시 구제를 받기

운영시간 월 ~ 금 10:00 ~ 17:00

어렵습니다.

운영장소 영등포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AI 면접체험 공간’

* 주) 유사투자자문업자 :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영업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지원내용
•AI 면접 체험 : AI (인공지능)에 기반한 역량검사, 인·적성 분석 및 피드백

따라서 이같은 제안을 받을 경우,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 종합 결과표 및 평정표 제공, 취업상담 가능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AI 면접 공간 : 카
 메라, 헤드셋, 조명 등 장비가 구비된 AI·화상면접 전용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 제공

아울러, 자칭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개별 투자자문을 하거나 타인으로

신청방법

부터 계좌를 일임 받아 주식매매를 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 콜센터

•영등포구 홈페이지 : 통합예약 ▶ 체험·견학 ▶ ‘AI 면접체험’

(☎ 1332)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 영등포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 02 - 2670 - 1119)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2-2670-4104

우리동네 일자리 소식
사업장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엠제이코리아

대림동

명지성모병원
보안대원

09:00 ~ 18:00 (주간 1명)
18:00 ~ 익일 09:00 (야간 3명)

월급 239만 원

닥터모락

당산동

두피관리사

10:00 ~ 21:00 (평일)
10:00 ~ 19:00 (토요일)
(주 5일제, 주 40시간, 탄력운영)

월급 185만 원

플러스센터

핵밥여의도점

여의도동

주방보조원

10:00 ~ 14:00
(주 5일제)

시급 8,720원

구인 안내

이피테크

양평동

금속표면처리원

09:00 ~ 18:00
(주 5일제)

연봉 2,200
~ 2,400만 원

구립영등포
노인케어센터

문래동

시설요양보호사

3교대 근무
(일 8시간)

월급 210만 원

서울희망데이
케어센터

신길동

주간보호센터 송영
(스타렉스 운전가능자)

07:50 ~ 09:50 / 17:00 ~ 20:00 (평일)
07:50 ~ 09:50 (토요일)
(주 6일제)

월급 125만 원

주식회사
고려리얼티

여의도동

부동산 경리사무원

13:00 ~ 18:00
(유연근무제, 오전오후 무관)

시급 9,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교회

영등포동7가

교회 경비원

07:00 ~ 익일 07:00
(격일제, 시간협의, 소방안전관리자 우대)

월급 200만 원

일자리

센터 위치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본관 건너편 우리은행 2층)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토, 일, 공휴일 휴무)

일자리플러스센터 ☎ 02-267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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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식

독자마당

10월호 독자

인증샷 이벤트

15

10월호

독자 퀴즈 이벤트

영등포구엔 구립도서관과 마을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영등포구엔 예쁜 분위기를 가진 골목길이 많죠.

등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내 이웃들과 공유하고 싶은 골목길 위의 나와 가족,

다음 중 구립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은 어떤 것일까요?

연인의 모습을 ‘인증샷’과 ‘정성스러운 후기’와 함께

➊ 선유도서관

➋ 문래도서관

➌ 여의샛강도서관

➍ 대림도서관

보내주신 독자님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방법 
정답과 함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응모방법 인증샷과 100자 내외의 후기와 함께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를 기재하여 메일을 보내
주세요(korcon11@ydp.go.kr)

메일 발송 (korcon11@ydp.go.kr)
응모기간 ~ 10. 8.(금) 까지

응모기간 10. 8. (금) 까지
당첨혜택 모바일 문화상품권 20,000원권 1매

※ 선정된 사진과 사연은 11월호에 게재됩니다.

당첨혜택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원권 1매
※ 당첨자는 11월호에 게재됩니다

9월호 구민 퀴즈 당첨자

이달의 문화다양성 한 줄

정한나

윤정은

박수지

구은정

김명준

이민주

임홍택

이영숙

김미나

김덕현

보고싶은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한 추석 보내셨나요?
想念的 爷爷奶奶 中秋节 过得好吗？
썅낸더 예예나이나이 쭝츄졔 꿔더하오마?

올해는 마음으로 함께했지만 내년에는 건강한 얼굴로 만나 두 배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虽然今年没能在一起过节日、但是希望明年大家一起健健康康的度过美好时光.

쒀이란 찐냰 메이넝 짜이 이치 꿔 졔르, 딴쓰 씨왕 밍냰 따쨔이치 쨴쨴캉캉더 뚜꿔 메이하오 쓰꽝.
아동청소년복지과 다누리정책팀 ☎ 02-2670-1634

「탁트인 소식지」 의 구민 모델을 찾습니다

탁트인소식지
구민모델
참여 이벤트

「탁트인 소식지」 에 등장하실 구민 모델을 찾습니다.
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분들, 구정 홍보와 함께 하고 싶은 구민분들,
나의 가족·동료와 함께 잊지못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구민분들이라면 누구나
나이, 성별, 직업 관계없이 소식지의 모델로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간단한 프로필 사진과 자기소개 글, 간단한 인적사항 (성명, 연령대 (예 : 50대) 휴대전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8. 19.]
< 고용차별 개선 >
근로자 모집·채용 시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는 대상을
종전의 여성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제7조제2항)

번호, 주소) 을 기재하여 메일 발송 (korcon11@ydp.go.kr)
활용방안 모집 후 소식지 콘셉트에 맞는 구민 모델을 선정하여 촬영 요청
신청기간 상시
혜

<유료광고>

택 소식지에 게재될 시 해당 촬영사진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0월호 구민 모델

참여자 김영숙 (여의동), 유활진 (당산1동)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기업연계특화사업

국비지원교육생 모집안내

구분

2022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탁트인 소식지」 를 통해
영등포구와 관련된
행사, 명소, 구정 사업을
함께 홍보할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9. 20.(월) ~ 10. 1.(금)
모집인원 30명 이내
신청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 공고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korcon11@ydp.go.kr)
활동기간	2021. 10. 13.(수) ~ 2022. 10. 12.(수)
※ 1년 간

활동내용	영등포구와 관련된 행사, 명소, 구정 사업 등

기사 작성을 통한 홍보

교육대상
대상연령

에어컨 설치·유지보수
기술인력 양성과정

가전설치
엔지니어 양성과정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기술인력 양성과정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취업희망자
만 18 ~ 55세
(만 35 ~ 45세 우대)

만 18 ~ 55세
(만 30 ~ 40세 우대)

만 18 ~ 55세
(만 35 ~ 45세 우대)

정원 및 회차

20명, 1회차

20명, 3회차

20명, 1회차

교육기간

22일, 173시간
(9:00 ~ 17:30)

18일, 135시간
(9:00 ~ 17:30)

17일, 126시간
(9:00 ~ 17:30)

교육일정

11. 22. ~ 12. 21.

1차 8. 5. ~ 8. 31.
2차 10. 12. ~ 11. 4.
3차 11. 2. ~ 11. 25.

10. 12. ~ 11. 03.

교육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신청절차

sanhak.kopo.ac.kr/jungsu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1차 서류평가 ▶
2차 면접평가 ▶ 교육생 최종확정 및 교육진행 ▶ 채용예정사 등 취업

접수 마감
신청 문의

8. 18. ~ 10. 24.

2차 8. 18. ~ 10. 4.
3차 8. 18. ~ 10. 24.

8. 18. ~ 10. 4.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산학협력단

☎ 02 - 2001 - 4871 ~ 5

|

sanhak.kopo.ac.kr/jungsu

같이해요

16

재활용으로 완성되는

청정한 영등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1인당 배출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증가하는 요즘,
청정한 영등포를 지키는 일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업들을 소개한다.
청정한 영등포 마을을 꿈꾸는 구민

영재지원단

돈이 되는 재활용

투명페트병 -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은 주민이
주도가 되어 재활용 분리배출과 쓰레기
배출 감량을 위해 실천하는 구민으로
구성된다.
기수별 23명으로 구성된 영재지원단

“분리배출된 투명폐페트병 30개가 있다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1장이 된다.”
작년 9월부터 운영해온 투명페트병-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은
가정에서 배출된 폐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 상태로 올해

은 자원순환교육 이수 후 쓰다점빵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활동 등 자원순환사업의 최일선에서

최대 5장까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교환할 수 있다.

활동하고 있다.

다이어트 하는 쓰레기

수집

교환 (목)

수거 (금)

주민

동주민센터

청소과

영등포 쓰다점빵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10ℓ

영등포 쓰레기 다이어트 점빵은 영재지원단이 재활용 정거장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직접 가져온 재활용품을 현장에서 종량제 봉투로

투명 폐페트병
30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10ℓ1장

환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대림3동에 쓰다점빵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엔 9월 28일부터
당산2동에서도 운영된다.

ICE

18개 동주민센터에서
자원순환센터로
이동·재활용

올바른 자원의 선순환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분해되는데 500년 걸리는 쓰레기가
주민에겐 소중한 자원이 된다.”
주민이 탁트인 나눔상자 내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하면 이를 수거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척·소독·포장
하여 전통시장, 복지센터 등 수요처에 배부된다.
아이스팩 수요처가 증가하고 있어, 2021년 9월, 관내 공동
주택 40개소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2022년
▲ 수거된 페트병을 재활용한 조끼를 입은 영재지원단 및 자원관리도우미

도에는 전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확대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영등포 쓰다점빵 (매주 화요일

16:00~20:00)

대림3동

가마산로47길 13
대림로39길 23
도림로47가길 14
도림로39길 21

대림로43길 9 -1
대림로35길 7
도림로31길 28

가마산로 31길 22
도림로47길 24
도림로39길 7-2

당산2동

당산로49길 22
당산로50길 7-3
당산로54길 32
당산로40길 10

당산로49길 11
당산로50길 24
당산역 6번출구 앞

당산로50길 7-8
당산로52길 22
당산로37길 7
탁트인 나눔상자 내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