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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永登浦

Yeongdeungpo

Yeongdeungpo

▲ 다문화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UCC부문 우수상 선정작

최우수상
슬로건

우수상

가치 있는 문화, 같이 잇는 영등포
나눠요(÷) 문화, 더해요(+) 행복, 없애요(-) 차별
多양한 문화, The 행복한 영등포

※ 공모전 수상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월) 영등포구 다문화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지난 7월 개최된 다문화콘텐츠 공모전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다문화콘텐츠 공모전은 관내 내·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슬로건, 포스터 및 UCC등의 공모작을
접수하였다. 슬로건 부문의 최우수·우수 수상작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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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차별 나빠요~
개그맨 정철규와 함께하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개그맨 다문화
강사 정철규와 함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KBS공채 개그맨 출신인 개그맨 다문화강사 정철규는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 ‘블랑카의 한국생활’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소재로 한 TV코너로 화제가 되었으며 현재
방송활동과 다문화강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10. 27. (수) 14:00 ~ 16:00 2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인
강의는 「그림자도 차별하실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다문화시대의 인권과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 수용성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등포구 주민은 영등포
구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 사이트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

제: 지금은 다문화시대- 다문화시대의 인권과

대

상: 다문화강의에 관심있는 내·외국인주민 누구나

●

다문화가족 수용성
●

(선착순 49명까지)

강의장소: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강당
●신청기간: 9. 23. (목) ~ 10.10. (일)
●강의일정: 10. 27. (수) 14:00 ~ 16:00
●

※ 강의 일정 및 접수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다양성 한줄
중국에서 온 나는 영등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반의 다문화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였습니다.

보고싶은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한 추석 보내셨나요?

중국어

我 是 从 中 国 来 现 住 永 登 浦 区。

중국어

和我們班的多文化同學一起提過球。

발음

워 쓰 충 쭝 궈 라이 쎈 쭈 융 떵 푸 취.

발음

허워먼반더둬원화퉁쒜이치티궈츄.

중국어

想念的 爷爷, 奶奶! 中秋节 过得好吗?

병음

wǒ shì cóng zhōng guó lái xiàn zhù yǒng dēng pǔ qū 。

병음

hé wǒ mén bān de duō wén huà tóng xué yī qǐ tí guò qiú 。

발음

썅낸더 예예나이나이 쭝츄졔 꿔더하오마?

병음

Xiǎngniàn de yéyé nǎinai zhōngqiū jiéguò
dé hǎo ma?

우리는 모두 영등포 구민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어

我 门 都 是 永 登 浦 区 民。

중국어

过了一段非常有意義和快樂的时間。

발음

워 먼 더우 쓰 융 떵 푸 취 민.

발음

꿔러이똰페이창유이이허콰이러더스젠.

병음

wǒ mén dū shì yǒng dēng pǔ qū mín 。

병음

guò liǎo yī duàn fēi cháng yǒu yì yì hé kuài lè de shí jiā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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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쒀이란 찐냰 메이넝 짜이 이치 꿔 졔르,
딴쓰 씨왕 밍냰 따쨔이치 쨴쨴캉캉더
뚜꿔 메이하오 쓰꽝.
병음 Suīrán jīnnián méi néng zài yīqǐguò jiérì,
dànshì xīwàng míngnián dàjiā yì qǐ jiàn
jiànkāng kāng de dùguò měihǎo shíguāng。

중국어

우리는 사이좋은 친구들입니다.
중국어

我们是好朋友。

발음

워먼쓰호우펑유.

병음

wǒ mén shì hǎo péng yǒ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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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함께 하는 현명한 금융생활

한가위 더 큰 사랑을 나눠요~

2편 금융회사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광고 주의

피해 사례

지난 9월 15일 영등포구는 한가위를 맞아 영등포구 상호문화참여단, 내·외국인 주민봉사단
한울봉사단과 함께 구민들과 한가위 선물을 나누었다. 식료품, 건강식품 등으로 구성된 한가위
물품 꾸러미는 관내 저소득 주민 130여가구에게 배부되었다.

서울런 신청 및 이용안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위한 서울형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 오픈!
“서울런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의 꿈나무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제한 : 만6세(취학연령) ~ 만24세(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상한연령)

지원내용

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 : 학교급별 1개 교육업체 선택, 강의 무제한 수강

구

초등과정(2)

중등과정(2)

고등과정(3)

검정고시(1)

검정고시(1)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수박C,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에듀윌
(검정고시 부분)

에듀윌
(자격증 부분)

분

교육업체
비

고

신청방법

1개 학습사이트 선택 수강
회원 모두 수강 가능
나. 멘토링 서비스 : 멘티의 신청에 따라 ‘원하는 방식’ 맞춤형 제공
- 온 라 인 : 8주간 주 2회, 1회당 약 30분 1:1 온라인 멘토링 진행
- 오프라인 : 기존 멘토링과 연계 진행(서울시립대, 서울동행,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등)

서울런(https://slearn.seoul.go.kr)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

분

저소득층 학생

확인방법

실시간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

구

학교 밖 청소년

① 증빙자료 업로드 → ② 자료 검토·승인 → ③ 결과 문자전송
(신청자)
(관리자)
(신청자에게)
●
●

증
빙
서
류

필
수
없음

추
가

문

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주민등록등본
‘①최종학력(정원외관리)증명서’
또는 ‘②기관장 확인서’
- ① 정부24에서 발급
- ② 대안교육기관, 학교밖청소
년지원센터 등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

<최종학력증명서에 상급학교 진학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①미진학사실확인서
- 기재된 상급학교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부모 표시

<외국인 부모와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는 경우>
● ①가족관계증명서

서울런 콜센터 1533-0909 (평일 10:00 ~ 19:00) 및 카카오톡 ‘서울런’

A씨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
으로 다시 대출해준다는 OO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대
출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출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A씨가 전화를 한 OO은행은 실제
금융회사가 아니였고, 대출 상환액은 사기업체의 계좌로
이체된 후였습니다.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야 하며, 아래의 대응요령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
 출광고 문자메시지의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지 말고, 해당 금융회
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
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문의하여야 합니다. 금
융감독원 ‘파인’에 접속
하시면 제도권 금융회사
의 목록과 대표 전화번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인(fine.fss.or.kr)
금융회사
소액해외송금업 조회

②또
 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어 사용자가 올바른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더라도, 사기업체로 전화연결이 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대출 문자를 받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할 때에는 가급적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
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www.
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 비전협력과 ☎ 02-2670-7597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02-3145-5957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28-00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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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로그램 안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드림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2021년 4분기 정규 프로그램

☎02-2670-1636~7

■대

상 : 영등포구 거주 내·외국인 성인 및 청소년
: 2021. 10. 5. ~ 2021. 12. 24.
■ 강의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 신청기간 : 2021. 9. 13. ~ 정원 마감 시 까지
■ 수 강 료 : 무료 (교재비 수강생 부담)
■ 신청방법 :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방문접수 (영등포구 대림로 21길 11)
■ 수강기간

교육프로그램
강좌명

운영시간

정원

대상

한국어(성인반)

화, 목 13:00~16:00

10명

내·외국인 성인

한국어(A)

월~금 16:00~18:00

10명

중도입국청소년 8~24세

한국어(B)

월~금 10:00~12:00

10명

학교밖 중도입국청소년 8~24세

한국어(C)(D)

월~금 14:00~16:00

10명

초1~2학년, 초3~6학년

수학(E)(F)

월, 수, 금 15:00~17:00

10명

초1~2학년, 초3~6학년

중국어(G)(H)

화, 목 15:00~17:00

10명

초1~2학년, 초3~6학년

영어(J)(J-1)

화, 목 16:00~18:00

10명

초1~2학년, 초3~6학년

문화프로그램
강좌명

운영시간

정원

대상

사물놀이

월, 목 15:30~17:30

10명

내·외국인 성인

요리수업

월 17:00~19:00
토 10:00~12:00

10명

스트릿댄스

화 17:00~19:00

10명

전통공예

수 17:00~19:00

10명

미술수업

금 17:00~19:00

10명

난 타

토 10:30~12:30

10명

내·외국인 청소년
(초1 ~ 초6)

조기적응 프로그램
■대
■기
■신

상 : 중도입국청소년, 밀집지역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간 : 2021. 1. ~ 12. (격주 수요일)
청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
■대
■기
■장

상 : 영등포거주 내·외국인 주민
간 : 2021. 1. ~ 12. (격주 토요일)
소 :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가족친화 프로그램
■대
■기
■내

상 : 내·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간 : 2021. 1. ~ 12. (분기별 1회)
용 : 한국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간 소통·화합 도모

사회통합프로그램
■대
■기
■내

상 : 내·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간 : 2021. 1. ~ 12.
용 :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화합의 글로벌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2-846-5432, 02-2678-2193
주요내용

업무명

일시 : 상시
대상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내용 : 가정에 찾아가 1대1 한국어교육, 자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진행
일시 : 상시
다문화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가족
사례관리
내용 : 상담, 후원 등 센터 내·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
일시 : 상시
1인가구
대상 : 서울 생활 영역권의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심리상담
내용 : 대인관계, 가족관계, 코로나 블루, 우울,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혼확행”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함
일시 : 상시
다문화가족자녀 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 (0~12세)
언어발달지원사업 내용 :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언어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에게
언어발달 촉진 교육을 제공
일시 : 상시
아이돌봄사업 대상 :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내용 : 임시보육, 놀이, 간단한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진행
일시 : 상시
다문화및외국인
대상 : 영등포구 거주 다문화가정 구성원 및 외국인
자조모임
내용 : 거주하면서 어려운 점을 서로 나누고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토닥토닥”
생각하고 제안하는 서포터즈 및 친목모임 진행
찾아가는
일시 : 상시
결혼이민자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다이음 사업
내용 : 타국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해보는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진행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개인 및 가족상담

임신출산갈등
찾아가는 상담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을 JOB자’

VR면접 프로그램
‘면접의 신’
다문화가족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협동조합
사후관리

일시 : 9월-11월
대상 : 초등학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및 예비부모, 조부모
내용 :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활동, 부모코칭, 이중언어 활용 교구재 활동 등
일시 : 상시
대상 : 개인 또는 부부, 2인 이상의 가족
내용 : 심리적 어려움 또는 관계갈등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
일시 : 상시
대상 : 임신, 출산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산모, 가족
내용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부모역할의 어려움, 양육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을 겪는 개인의 가정에 상담사가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일시 : 9월~12월
대상 : 영등포구 관내 여성 1인가구 100가정
내용 : 여성 1인가구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안심물품(스마트 도어벨,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센서)등을 지급
일시 : 상시 (월~금)
대상 : 베트남, 중국, 몽골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내용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용, 체류, 국적/영주권 취득관련 정보제공,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통역, 임신 출산 양육관련 정보
안내 및 상담통역 등
일시 : 상시
대상 : 구인처/결혼이민자
내용 : 구인처 관리 및 발굴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산,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에게 개별 맞춤형 구직 상담을 통한
취업 알선 및 구직활동 장려
일시 : 상시(9월 14일부터 진행)
대상 : 결혼이민자
내용 : 결혼이민자가 면접 상황의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VR 기기를
사용하여 사전면접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일시 : 상시
대상 : 결혼이민자 협동조합
내용 : 결혼이민자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
일시 : 매월 1회
대상 : 결혼이민자 협동조합원
내용 : 매월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및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

영등포 한울은 독자 여러분의 한국생활 체험수기, 가족에게 쓰는 편지 등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 풍성해집니다.
▶보내는 곳 :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아동청소년복지과 다누리정책팀>
▶e-mail : summer03@ydp.go.kr ▶참여 문의 : 아동청소년복지과(☎02-2670-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