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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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서울생활

복지•여성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
●직장맘 고충 처리 전용콜 신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확대
●환자안심병원 확대
●50+캠퍼스 개관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기준 변경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요금 변경
●직장맘지원센터 추가 개소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복지•여성

50대 시민들의 정신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연령대인 50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어떻게 이용하나요?
•사업 참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해당 의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0대 정신건강검진사업 흐름도

함께, 누려보아요

검진 결과 통보서 작성 ·발송
(주관 : 정신건강검진기관)

▶ 정신건강검진기관 방문
▶ 정신건강검진 실시

➔

▶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개별 통보

정신건강검진비 청구
(주관 : 정신건강검진기관)

➔

▶ 정신건강검진료를 보건소에 청구

➔

서비스 내용
•서울시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사업 참여기관)에서 전문의를 만나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 상담을
3회까지 무료 지원

정신건강검진 실시
(주관 : 정신건강검진기관)

지속적인 관리

지원 대상
•모든 1960년생 서울시민(만 56세)
•만 56세 이외 50대 서울시민 중 보건소(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포함)에서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사람

(주관 : 자치구 등)

▶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전문가
치료 연계 (지속관리 필요시)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 상담지원 (3회)
-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 검사 . 평가
-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 정신과 상담
※사업참여 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명단은 자치구 보건소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2016년
3월 이후 확인 가능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56세 서울시민(1960년생)이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만 56세 이외, 50대 서울시민의 경우, 보건소(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포함)에서 정신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의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More Info.

▶보건의료정책과 : 2133-7548

▶시행일 : 2016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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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에 직장맘 고충상담 핫라인이 신설됩니다

노원, 은평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생깁니다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신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

직장맘들의 고충상담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 내에 직장맘 고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들의

처리 전용 콜센터를 신설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되는 시설입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함께, 누려보아요
지원내용 : 직업능력향상 교육 , 문화 예술프로그램 참여 등
입학대상 : 학령기 이후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주민들에게 친숙한 「120 다산콜」을 활용하여 직장맘 고충상담 제공
•상담전담 노무사를 채용하여 직접 상담부터 고충해결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입학 대상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먼저 선발합니다.
•센터별로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입학대상을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입학정원과 학업기간은?
•센터당 입학정원은 30명 이상이고, 학업기간은 5년입니다. (종일반 : 30명 이상)

어떻게 이용하나요?

2단계

1단계
120으로 전화

5번 다이얼
(직장맘 고충)

수업시간은?
•09:00~18:00(실 수업시간 : 10:00~16:00)
•단과반은 센터별로 상이하니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학업기간 별도 없음)

3단계
노무사 연결

•「120 다산콜」 1차 카테고리 (①교통, ②수도, ③일반행정, ④행정부서)에 ‘⑤직장맘고충’ 추가
•‘⑤직장맘고충’ 카테고리로 연결 시 전담 노무사와 직접 연결 및 상담

교육과정은?
•필수과목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선택과목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센터는 어디인가요?
•노원구 평생교육센터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44 금강빌딩 3, 4층(개관시기 : 2016년 3월중)
•은평구 평생교육센터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34(개관시기 : 2016년 3월중)

More Info.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홈페이지 : http://www.workingmom.or.kr
▶여성정책과 2133-5022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335-0101 / 120(다산콜)

▶시행일 : 2016년 3월

More Info.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43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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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전문간호사가 가정까지 찾아갑니다

학생•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 확대됩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확대

훈련된 영유아전문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까지 영유아 가정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전국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자치구를 확대하고, 금전적 이유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에서 서울시만 선보이는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선진국의 검증된 ‘산전 및 조기아동기 건강

아동 · 청소년에게 지속적·포괄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발달프로그램’을 도입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확대

구분

종 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11개구 추진
(강북, 동작, 강동, 양천, 구로,서대문,
도봉, 광진, 성동, 성북, 금천구)

➔

⦿ 18개구로 확대
기존 참여(11개구) + 7개구 예정
(종로, 동대문, 은평, 마포, 강서,
영등포, 관악구)

확대

종 전

구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

⦿10개구 추진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금천, 강동)

⦿ 15개구로 확대
기존 참여(10개구) + 5개구
(공모를 통해 선정)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지원내용(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산모 및 신생아 건강평가, 모유수유교육, 산후우울증 스크리닝, 아기울음 및 신생아돌보기 등 부모
교육, 자료제공, 지역자원 연계 등
•고위험가정의 경우 아기가 만2세 될 때까지 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거주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함(소득기준 없음)
어떻게 이용 할 수 있나요?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및 방문동의서 작성 → 출산 후 방문일정 조율 →
영유아 건강간호사 가정방문

지원내용(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문진 및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필요시 구강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구강질환 치료(아동)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학생 : 15개 자치구 초등학교 4학년 / •아동 : 만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어떻게 이용 할 수 있나요?
학교
학생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2133-7578

학생 가정

➔

보건소 방문
(보호자 동의)

치과의원

보호자 동의서 작성 및
치과의원 예약

지역아동센터
아동

More Info.

가정통신문 배포 및
참여 독려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보건소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치과(병)의원으로 치료 의뢰

치과의원 및 3차 의료기관

➔

의뢰된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3차 의료기관으로 치료 의뢰

▶확대 시행일 : 2016년 7월

More Info.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 2133-7587

▶확대 시행일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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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복지•여성

보라매, 북부, 서남병원에서도 환자안심병원을 누리세요

환자안심병원
확대
환자안심병원이란 간병인이 필요 없는 병원으로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외에 보라매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에서도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포괄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개 병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건복지부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으로 운영되어 약 37만 원/월의
간병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운영병원

⦿ 2개 시립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운영병상

⦿ 총 555병상
•서울의료원 400, 동부병원 155

운영방법

변경

종 전

구분

⦿ 서울의료원 : 보건복지부 포괄간호
서비스 건강보험사업으로 운영
•간병비 부담 : 월 약 37만원
⦿ 동부병원 : 서울시 환자안심병원
으로 운영
•간병비 부담 : 무료

➔

⦿ 5개 시립병원
•서울의료원, 동부, 보라매,
북부, 서남병원
⦿ 총 725병상
•서울의료원 400, 동부병원 155
보라매 50, 북부 80, 서남 40
⦿ 5개 병원 모두 포괄간호서비스 건강
보험사업으로 운영
•간병비 부담 : 월 약 37만원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진료 시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단, 자가 간호가 가능한 자는 자가 간호를 원칙으로 하며, 소아, 산모, 정신질환, 장기재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자, 기타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나요?
•입원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1주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많은 경우는
대기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환자안심병원(포괄간호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하루 24시간 의학적 수준을 요구하는 주사, 기도관리 간호, 단순 드레싱, 욕창 간호 등 전문 간호 영역
뿐만 아니라 개인위생, 스스로 식사가 어려운 환자의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의 간병서비스까지 제공
합니다.

More Info.

▶환자안심병원 소개 http://inews.seoul.go.kr/hsn/video/
서울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seoulmc.or.kr
동부병원 홈페이지 http://www.dbhosp.go.kr
▶서울의료원 : 2276-7000, 동부병원 : 920-9114, 보라매병원 : 870-2114, 북부병원 : 2036-0200,
서남병원 : 1566-6688
▶시행일 : 2016년 중
▶사업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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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플러스 세대의 인생재설계를 도와드립니다

50+캠퍼스
개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해 50+캠퍼스에서 함께 배우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50+세대의 일자리와 복지, 건강,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50+캠퍼스란?
•50+세대가 고용과 복지와 학습의 경험을 쌓아 새로운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이용대상

일자리, 창업지원

사회참여 지원

여가지원

인생재설계 교육
전직지원 교육
사회공헌 아카데미

일자리상담, 정보제공
창업, 창직지원
전문기술교육
공유사무실 운영

재능나눔 연결
자원활동 지원
지역사회 참여
커뮤니티 지원

건강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예술활동지원
기획캠페인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이용시설

•미래설계 지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북카페/ 식당/
동아리실/ 체육시설

퇴직예정자
(40대후반~
50대중반)

•퇴직준비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직무교육 및 공간지원
•사회공헌 허브 이용

북카페/ 식당/
동아리실/ 체육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센터/ 음악실/
공방/ 전산실

퇴직자, 은퇴자

•상담 및 정보제공
•인턴십 제공
•욕구별 입문, 전문과정 제공
•창업 및 커뮤니티 지원
•사회공헌 허브 이용

북카페/ 식당/
동아리실/ 체육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센터/ 음악실/
공방/전산실

경력단절여성

•상담 및 정보제공
•욕구별 교육제공
•사회참여 및 커뮤니티 지원
•사회공헌 허브 이용

북카페/식당/ 동아리실/
체육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센터/ 음악실/ 공방/
전산실

지역주민
(청년,
자영업 등)

•찾아가는 상담
•공간이용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세대통합, 세대공감

북카페/ 식당/ 체육시설/
상담센터/ 음악실/ 공방/
전산실

50+종사자
(전문가,
실무자)

•정보센터 이용
•연구출판물
•직무교육

북카페/ 식당/ 체육시설/
상담센터/ 정보센터/ 세
미나실

지원내용
교육지원

지원내역

직장인
(40대 초중반)

비 고

•월~금 : 9시~21시
•토 : 9시~18시
•일•공휴일 : 휴무

개관은 언제인가요?
•2016년 4월에 서북권 캠퍼스가, 9월에 도심권 캠퍼스가 개관 예정입니다.
명칭

위치

규모

비고

서북권 50+캠퍼스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8동

연면적 : 3,956㎡
층수 : 지하 1, 지상 4

’16. 4월 예정

도심권 50+캠퍼스

마포구 공덕동 舊 산업인력공단 별관동

연면적 : 4,509㎡
층수 : 지하 1, 지상 4

’16. 9월 예정

More Info.

▶인생이모작지원과 : 2133-7798

▶시행일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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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의 취 . 창업 프로그램이 다양화됩니다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접근성을
강화하여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및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상담창구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강화
⦿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구직상담, 취업박람회 등
취업 지원서비스
•취업률 제고 및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다각화

•결혼이민여성 전문직업훈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구직상담, 취업박람회 등
취업 지원서비스

•직장적응 코칭, 사례 전수 등을 위한
peer 러닝 학습 시스템 추진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결혼이민여성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결혼이민여성 유망직종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수요처 연계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결혼이민여성의 구직상담 지원, 결혼이민여성 유망직종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창업 컨설팅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연계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수요가 많은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이면 누구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 할 수 있나요?
•취업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생 모집기간 중 참가신청
및 면접을 통하여 교육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를 통해서도 취업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결혼이민여성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접근성 강화
•5대 권역별 여성발전센터에 결혼이민
여성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수요가 많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접근성과 이용편의 제공

More Info.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 : www.mcfamily.or.kr
▶시행일 : 2016년 1월

▶외국인다문화과 : 2133-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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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기준 임대료가 변경됩니다

장애인 복지콜 이용 요금이 인하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기준 변경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요금 변경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시각장애인 및 신장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고려하여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기준 임대료가

차량(복지콜)의 요금체계를 이원화하고 이동요금을 인하합니다.

변경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거급여제도

복지콜 이용요금

선정기준

기준
임대료

변경

종 전

구분

⦿ 기준 : 중위소득 43%이하
1인 671,805원/월, 2인 1,143,884원/월
3인 1,479,787원/월, 4인 1,815,689원/월
⦿ 기준임대료 : 서울시(1급지)
1인 190,000원, 2인 220,000원
3인 260,000원, 4인 300,000원

➔

⦿ 기준 : 중위소득 43%이하
1인 698,677원/월, 2인 1,189,640원/월
3인 1,538,978원/월, 4인 1,888,317원/월
⦿ 기준임대료 : 서울시(1급지)
1인 195,000원, 2인 225,000원
3인 266,000원, 4인 307,000원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 등

종 전
⦿ 이용요금
•기본요금(5km까지) 2,000원
•추가 1km당 200원
*시간거리병산 100초당 100원

▶주거급여 홈페이지(마이홈) : https://www.myhome.go.kr
▶주택정책과 : 2133-7027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지원, 신청, 준비서류 관련 문의) ▶ 시행일 및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요금체계 이원화 및 이동요금 인하

➔

•이동서비스(장애인콜택시와 동일)
•기본요금(5km까지) 1,500원
5~10km 1km당 300원
10km초과 1km당 35원
•생활보조서비스 : 10분당 1,450원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이동 및 사회활동(민원대행 업무, 출 . 퇴근, 병원 이용, 외출 . 귀가 등)을 지원
하기 위한 교통수단(콜택시)을 제공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즉시콜(02-2092-0000)로 전화(24시간 이용가능)하시면 됩니다.

More Info.
More Info.

변경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kbucall.org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62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즉시콜 : 02-20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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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복지•여성

광진구에 이어 금천구에 직장맘지원센터가 생깁니다

직장맘지원센터
추가 개소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직장맘의 권리보호를 지원하는 직장맘
지원센터가 금천구에도 개소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20 직장맘고충 콜센터와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02-335-0101/www.workingmom.or.kr)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무·유자녀 미혼, 기혼여성 누구나 가능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현재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직장맘지원센터 1개소 운영중

확대

➔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직장맘지원센터(현재) :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금천직장맘지원센터(신규) (2016년 7월 이후 운영) :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5, 201호 (기업지원센터 내)
•상담시간 : 월~금요일 09시~19시 (휴게시간 12~13시)
※ 평일(19~21시), 토요일(10~18시) 상담은 사전 예약시 가능합니다.

⦿ 금천직장맘지원센터 1개소 추가 개소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직장맘 3고충(직장내 • 가족관계 • 개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 • 육아기 직장맘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시행합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찾아가는 종합상담을 진행합니다.
•기업 •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및 노무상담을 실시합니다.
•직장맘을 위한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담 사례집을 배포합니다.
2015 가족 물총축제

기업•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및 노무상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근로자나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서울 전역으로 찾아가 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경우 미신청하더라도 서울시 소재 기업 중 선정된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ore Info.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http://www.workingmom.or.kr
▶여성정책과 2133-5022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335-0101 / 120(다산콜)

▶시행일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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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서울생활

주택•교통
●소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저층 주거지 집수리 비용 융자 지원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강화
●고시원 및 숙박시설 활용 저렴주택공급
●지하철 휴대폰 무료 충전 서비스 확대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
●집수리 종합 정보시스템 '집수리닷컴'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아동 보행안전 "옐로카펫" 설치
●당산동 여의 샛강생태공원간 보행육교 신설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확대 설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 개설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주택•교통

소형 저수조 청소 안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소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2016년 7월 1일부터 소형저수조의 청결 및 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규정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징수합니다.

청소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청소결과를 등록하시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소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6년 7월 1일 전까지는 청소를 하지 않아도 처분을 안 받나요?
•수도조례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 징수는 언제부터인가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철저히 사전 홍보를 하여 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 소형 저수조 청소 의무규을 위반 시
•급수정지 처분

변경

➔

⦿ 소형저 수조 청소 의무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징수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적용대상은?
•대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2,007동)의 저수조 (2,594개)
※ 대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수도법 제 83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소형 저수조 청소 의무규정은 무엇인가요?
•반기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누가 청소를 하여야 하나요?
•저수조가 설치된 소형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청소하면 되나요?
•관할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거나 직접 청소하시면 됩니다.

More Info.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 : 3146-1417

▶시행일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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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주택•교통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주택 공사비를 빌려 드립니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비용
융자 지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보일러를 켜도 추운 우리 집! 참지 말고 고쳐 사세요.
오래되고 불편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고치며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택
공사비를 융자해드립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집수리 : 융자 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전 사진
•신축 : 융자 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인허가서류, 착공신고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인터넷 접수 : 네이버 등 포털에서 ‘서울시 주택 개량 융자’ 검색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주택개량’
검색 (주소 :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2642 )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상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함께, 누려보아요
지원 내용
•시민의 집수리 공사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
•시중금리의 2%를 지원(금리 차액은 융자신청인이 부담)
※ 예) 4.5% 금리로 융자할 경우 2%는 서울시, 2.5% 융자신청인 부담
•단,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의 주택일 경우 0.7%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공사
•도배 · 싱크대 · 창호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 · 신축까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토지등 소유자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가 있나요?
구분
한도
금리

집수리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4천5백만

2천만(최대 4호)

2천만(세대당)

9천만

4천만(최대 4호)

신용 또는 담보

조건

담보

시중금리(서울시가 금리의 2.0%보조)

상환
시기

신축

단독

5년 균등분할상환
준공시

착공시 50%, 준공시 50%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More Info.

▶서울시 주택 개량 융자 홈페이지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 → 주택개량 검색
▶주택개량상담실 : 2133-1216~7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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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도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해야합니다

낡은 고시원과 모텔을 고쳐 저렴한 주택으로 임대합니다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강화

고시원 및 숙박시설 활용
저렴주택공급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 분쟁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축 다가구 주택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 및 숙박시설물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재공급하여 열악한

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토록 변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1인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함께, 누려보아요
종 전

•다가구 주택 :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음
•다세대 주택 : 수도계량기를 세대별
설치해야 함

변경

➔

•다가구 주택 :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해야 함
•다세대 주택 : 현행과 동일

사업내용
•건축연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50%이하로 임대
•거주기간 : 10년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소득 70%이하 [시행일 : 2016년 5월 1일]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2016년 1월(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 건축 허가된 다가구 주택 중 4월(수도조례 시행규칙 시행) 이후
에 급수공사 승인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수공사 신청은 건축 허가와 동시에 해당 사업소에 통보되어 있어 급수공사를 원하시는 시기에(건축물
사용승인 1개월 전) 전화로 해당 수도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수도 요금을 세대별로 사용량 부과 및 납부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수도 요금 분할 등의 문제로 인한 세입자 간의 갈등 및 분쟁이 해소됩니다.

More Info.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3146-1475

▶시행일 : 2016년 4월

공급절차
•자치구가 매입대상 건물 추천 → 적합물건 매입 후 리모델링 및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입주인 모집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거주지 관할 구청(사업부서) 또는 SH공사 매입공급팀(1600-3456)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연중 수시)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제출서류 : 국세청신고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ore Info.

▶주택정책과 2133-7026 / SH공사 매입공급팀 : 1600-3456

▶시행일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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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하철로 이동하면서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휴대폰 무료 충전
서비스 확대
지하철 역사 내에 비치된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동하며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휴대폰 충전기 무상 대여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하철 휴대폰 무료 충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지하철 역사 및 이동 시에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하는 서비스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무료로 휴대폰
충전기를 제공 또는 휴대용 배터리를 무료 제공하여 이동시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을 소지 또는 지하철 이용 고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경

종 전

구분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이용장소

⦿ 24개역

⦿ 181개역

사용방법

⦿ 역사 내 비치된 충전기를 이용

⦿ 역사 내에서 휴대용 휴대폰 배터리를
대여 후 이동하여 목적지에서 반납

충전방법

⦿ 이동하면서 충전 불가

이용방법

⦿ 미사용 충전기 이용, 충전
(인증절차 없음)

➔

⦿ 이동하면서 충전 가능

몇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1단계로 2016년 4월(예정)부터 서울도시철도(5, 6, 7, 8호선) 구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 없이 휴대폰인증으로 무료 이용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휴대폰 인증 후 지하철 역사내 무인장비를 이용 대여하고, 하차역에서 반납하시면 됩니다.

⦿ 무인대여기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대여

※ 기존 역사 내 비치된 휴대폰 충전기 서비스는 유지하며, 일부구간(5∼8호선)에서 휴대용 휴대폰 배터리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More Info.

▶교통정책과 : 2133-2250

▶시행일 : 2016년 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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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정보를 공개합니다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

A

아파트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구분하고 공개하여 아파트 선택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유도합니다.

평가등급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평가등급은 3단계로 우수/일반/기준미달로 구분합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평가등급

평가점수

비 고

우수

80점 초과

평가결과 공개

일반(기준통과)

60점 이상

평가결과 공개

기준미달

60점 미만

평가결과 비공개

 기준미달 단지는 평가결과를 일반에게 비공개하고 해당 단지에만 통보하여 관리개선을 유도할 예정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
•아파트의 관리와 주민갈등 조정 등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정보를 등급(우수 / 일반 / 미달)으로
구분하여 각종 포털사이트에 공개
관리품질 평가대상 아파트
•2016년 : 1,500세대 이상 아파트 전체 96개 단지
•2017년 ~ 18년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235개 단지
※ 제도 정착 시 점진적으로 대상 확대

입니다.
평가일정 및 대상 아파트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세부적인 평가일정은 자치구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관리품질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평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114, KB부동산, 네이버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품질의 평가내용은 무엇인가요?
•관리품질 평가(5개 분야, 149개 항목)
평가 지향점

주요평가내용

모범적인 아파트

행정기관 신고사항 적정 여부 등

항목 수
7

안전한 아파트

안전 및 유지관리, 장기수선계획 등

41

투명한 아파트

관리과정, 회계리스크, 정보공개 등

50

똑똑한 아파트

조직운영, 교육, 행정지원 등

29

조화로운 아파트

갈등관리, 근로자 처우, 공동체 활성화 등

22

More Info.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http://openapt.seoul.go.kr
▶공동주택과 : 2133-7296
▶시행일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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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집수리닷컴’
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주택문화 확산을 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노후주택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지원내용
•집수리 관련 종합 정보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
•우수 집수리 업체는 홍보를 통해 육성 지원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주요 제공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집수리 수요자에게는 찾아가는 진단서비스, DIY 활동 지원, 집수리 직거래 연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집수리업체에는 정보등록 및 홍보,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서울시 시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닷컴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시민 입장에서는 공사의 품질확보, 적정 공사비 여부 판단,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 방지 등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집수리가 가능합니다.
•우수 집수리업체는 등록을 통해 업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More Info.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주소 : http://jibsuri.seoul.go.kr
▶주거환경개선과 : 2133-7255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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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동 주차장으로 주차난을 해소합니다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주거밀집지역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공급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주차정보’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의 위치, 운영정보(요금, 운영시간 등), 실시간으로 주차가능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연
번

사업명
계

주차
면수
1,408

비고

운영
개시
일자

-

4.10

1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199

구로구 구로동로 26길54

2

한남동 공동주차장

250

용산구 한남동 685-46외 2필지

5.1

3

서울시 약령시 공영주차장

199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

12.20

4

은평구 봉산터널 상부 회차로내 주차장

100

은평구 신사동 산34 외 5필지

1.15

5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199

구로구 고척로45길39

1.1

6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250

양천구 지양로 47

1.1

7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143

영등포구 영등포로 407일대

4.1

8

상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68

상도3동 301-118호외 28필지

5.1

More Info.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 http://parking.seoul.go.kr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주차계획과 : 2133-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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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펫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당산동에서 샛강행태공원으로 접근이 쉬워집니다

아동 보행안전 “옐로카펫”
설치

당산동 여의 샛강생태공원간
보행육교 신설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색대비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당산동 일대에 한강접근시설이 없어 불편해 하는 시민들을 위해 당산동~여의 샛강 생태공원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합니다.

을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신설됩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함께, 누려보아요

옐로카펫이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들의 이용이 잦은 건널목 보도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융단
처럼 칠한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운전자들에게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하는 등 넛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시민, 국제아동인권센터, 민간기업, 자치구, 서울시가 협력하여 옐로카펫 100개소를 추가 설치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나요?
•2015년에 ▲길원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해맑은어린이공원 등 18곳에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2016년 2월까지 자치구에 설치대상 지점을 공모하고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서울시가 설치대상지를 선정
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More Info.

▶교통운영과 : 2133-2453

▶시행일 : 2016년 3월 이후

지원내용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와 여의 샛강 생태공원간 한강 연결 보행육교가 폭 5m, 연장 139m, 승강기(20인승)
2개소로 신설되어 시민누구나 도보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 접근 가능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보행육교가 어디에 생기나요?
•기존에 육교가 없을 때는 당산동에서 여의 샛강생태공원을 갈 때 여의 2교 교량으로 돌아서 접근해야
했으나, 당산동 보행육교신설( 강변래미안아파트 310-311동 사이 출구)로 더 편리하게 여의 샛강생태공원
으로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

More Info.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 3780-0649

▶시행일 : 2016년 4월

42

43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주택•교통

서부이촌동에서 한강 접근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확대 설치
33년이 경과된 서부이촌동 보행육교를 안전하게 개선 설치하여 노약자나 자전거 이용자,

조감도

보행약자 등 서울시민 누구나 한강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경

•시설 상태 열악, 육교 폭 협소(2m), 진동
과다 발생으로 이용 시민 불편

•보행육교 확폭 설치
(폭 2m → 4m, 연장 37m → 50m)
•승강기(15인승) 2대 설치
•한강둔치 계단 재설치 (폭 1.5m, 연장 19m)

•장애인, 교통약자, 자전거 이용자 배려
시설이 없어 한강 접근 곤란

➔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2016년 하반기 보행육교 재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장애인 및 교통약자, 저전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한강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More Info.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 3780-0649

▶시행일 및 사업기간 : 2016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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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광명에서 양재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강남지역의 동·서간 교통을 원활히 하고 내부순환로 및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하여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개통구간

통합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
고속화도로를 개통합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경부고속도로
관악IC

사당IC
천암U/D

사업 내용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 연결)하는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동 . 서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왕복 6~8차로 연장 15.5km (전체 22.9km) 도로개설 공사

서울대학교

과천대로

시흥대교서축

통행요금
•통행요금 : 약 3,400원(예상)
•요금소 : 시점(금천영업소)과 종점(선암영업소)에 있으며, 각 영업소의 통행요금은 약 1,700원 수준 예상
※ 관악IC에서 진입하여 사당IC로 진출하면 통행요금 무료

시흥대로

소하JCT

금천U/D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어디에서 진출입이 가능한가요?
•시흥대교서측교차로(안양천길), 소하JCT(수원~광명 . 서해안고속도로), 금천U/D(시흥대로), 관악IC(신림로
. 관악로), 사당IC(과천대로), 선암U/D(양재대로) 6개소에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차종이 이용 가능한가요?
•본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며, 10톤 이상의 대형화물트럭과 이륜차를 제외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이용 시 시간은 얼마나 단축되나요?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시흥대교 서측교차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재IC까지 50분정도 소요되나, 본 도로
개통 시에는 약 20분정도 소요되어 30분정도 통행시간 단축이 예상됩니다.

More Info.

▶도로계획과 : 2133-8073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3708-8664

▶개통일 : 2016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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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주택•교통

부천 오정대로부터 강서 남부순환로까지 직선 도로가 개설됩니다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인접도로인 방화로의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강서구 남부순환

도로개설 구간

로 및 방화로에서 오정대로 삼거리까지 직선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강서지역 교통소통환경을 개선합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사업 내용
•위 치 :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앞∼부천시 오정구 오정대로 삼거리
•규 모 : 도로개설 – 폭 40m, 길이 1.23㎞
•개통시기 : 2016년 7월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도로개통이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정체되던 남부순환로 및 화곡로 입구 교차로가 도로개설로 인해 교통량이 분산되어 이동시간이 감소
합니다.

More Info.

▶도로계획과 : 2133-8078

▶시행일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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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서울생활

경제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서울 야시장 확대 운영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개관
●축하상자텃밭 보내기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경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소상공
인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합니다.

지원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 가입액의 5%(월1만원 내외), 신규가입 시부터 최장 2년간 지원됩니다.
가입 지원으로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월 공제부금의 5%(월1만원 내외) 감면혜택으로 가입비가 절감됩니다.
•영세소상공인 폐업 . 노령으로 발생하는 위험(영업손실, 소득손실, 투자금 손실, 부채)에 대비하고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지원내용
•영세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가입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영세소상공인
- 영세성 인정기준 : 연매출 2억원 이하
지원한도
•월 가입액의 5%(월1만원 내외), 신규가입 시부터 최장 2년간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가요?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화에 대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제에 신규가입하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 : 등록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
※ 제외 : 비영리법인 대표자,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
지원 신청은 공제 가입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건에 충족하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 인터넷,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방문, 은행방문(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KEB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 지점), 전문상담사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청약서(공제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연매출 증빙)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사업(월부
금 5만원~100만원 납입)으로 사업자의 폐업, 사망, 부상•질병, 노령을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가입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 .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 . 소매업 등 상기 업종 외 업종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 월납 및 분기납
납입기간 :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 공제사유 : 폐업, 사망, 부상 . 질병에 의한 법인 대표자 퇴임, 노령(60세, 10년이상 납부)
특 징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분할지급 가능)
•소득공제(연간불입액 중 300만원 한도),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 적용
•압류 . 양도 . 담보 금지, 공제계약대출, 단체상해보험 혜택(가입 후 2년간)

More Info.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http://www.8899.or.kr/
▶소상공인지원과 : 2133-5533
▶시행일 :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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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경제

임대인에게는 건물 리모델링비를, 임차인에게는
안정적 임대료를 보장합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임대차, 안정적 임대료 유지를 내용으로 상생협약 체결한 경우 임대인
에게 건물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임대차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등 리모델링비 관련 일체(건물당 3천만원 이내)를 지원해드립니다.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함께, 누려보아요

대상지역 공모
➔ 심사 ➔
(장소, 건물 등)

상생
대상지 선정

➔ 협약 ➔
체결

리모델링비
지원

➔

사후
관리

“장기안심상가”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임차인과 체결한(할) 상생협약 내용과 영업장 주소를 명기하여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건물주 모임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비 지원(최대 3천만원)
•장기안심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료 인상률, 임대기간,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 공정한 임대차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장기안심상가는 왜 운영하나요?
•과도한 임대료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장기간 임대료 걱정 없이 집중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예정인 자
지원조건은 무엇인가요?
•상권활성화가 예상되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물에 대하여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하고,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을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예정인 임대인
<상생협약 내용>
- 건물주 ⇔ 임차인 : 장기임대, 적정 임대료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
- 건물주 ⇔ 서울시 : 상생협약 준수 의무(미이행시 지원금 및 이자 반환 등)

More Info.

▶소상공인지원과 : 2133-5540

▶시행일 : 2016년 2월

54

55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경제

서울 곳곳에서 야시장을 즐겨요

서울 야시장 확대
운영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을 개최하여 우수한 문화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외국 관광객에게는 서울의 아름다움과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줍니다.

•프리마켓
-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꽉 찬 젊은 상품들, 생활소품, 아트상품, 핸드크래프트 상품
등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 2015년 서울 야시장 시범행사 실시
•1개소(여의도한강공원)
•2015년 10월중 7회 개최

야시장에 가면 어떤게 있나요
•음식장터
- 푸드트럭과 추억의 먹거리가 함께하는 끝없는 식도락 파티, 가장 트렌디한 음식부터 가장 한국적인 음식
까지 전국에서 모인 먹거리가 푸드트럭과 함께 선보입니다.

변경

➔

⦿ 2016년 서울 야시장 개최 횟수 및
장소 확대
•4개소 선정 예정 (한강공원, DDP, 청계광장,
목동운동장 등)
•2016년 3월~10월(8개월) 개최 예정

•벼룩시장
- 상인이 아니어도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플리마켓, 재활용 상품과 빈티지 제품이
벼룩시장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
•장터극장
- 밤에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 서커스/마술/퍼포먼스/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장의 화려한 밤
을 장식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제품 판매자, 푸드트럭 먹거리 판매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누가 참가할 수 있나요?
- 푸드트럭 이용 먹거리 판매자 및 핸드메이드, 업싸이클링, 슬로우 푸드 제품 등의 판매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2015 밤도깨비 야시장 전경 ]

[ 2015 밤도깨비 야시장 포스터 ]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16년 1월 서울 야시장 위탁운영업체에서 판매자 공모(홈페이지 또는 SNS)시 참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핸드메이드제품 등 일반상인 : 참가신청서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푸드트럭 운용자 :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참여대상자 선정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More Info.

▶소상공인지원과 : 2133-5537

▶시행일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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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경제

디지털혁신파크에서 디지털인재와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관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중심의 다양한 분야간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
어와 기술, 제품을 전파하고 창의적 인력을 양성 하기위한 ‘24시간 소통과 열린 공간’ 입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조성위치
•강남구 개포로 416(舊 개포일본인학교 부지)
•대지면적 16,077.9㎡,3개동(신관, 본관, 체육관) 6,178.85㎡
조성목적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창조적 디지털 인재양성 아이디어와 솔루션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 · 지원
•인재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및 아이디어 개발, 창업공간 제공, 빅데이터나 모바일을 활용한
ICT 융합, 투자 및 해외진출을 지원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감도 ]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어떤 공간인가요?
•학생, 스타트업 등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공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의 24시간 열린 공간’
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창조교육, 빅데이터 활용교육, 일반시민 대상 IT교양강좌, 스타트업 육성·지원, 코워킹·네트워킹
프로그램, 테크숍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일반기업, 학생, 시민 등 누구나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More Info.

▶디지털산업과 : 2133-4804

▶개관일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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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날 상자텃밭을 선물로 보내세요

축하상자텃밭
보내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녹지•환경

생일 등 추억할 만한 기념일을 맞이한 시민에게 ‘축하상자텃밭’을 배송하여 건전한 여가를

●이사 전입시 종전 거주지역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손쉽게 도시 농업을 접할 수 있는 토대를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및 수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 폐지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사전입시 도시가스 레인지 무료연결 서비스
●전기자동차 보급 조건 완화
●에코마일리지제 대상 확대 및 구간 신설

함께, 누려보아요

●서울자전거 '따릉이' 확대 운영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

지원내용
•특별한 날 서울시민에서 상자텃밭을 선물하도록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수령인을 기준으로 서울시민에 해당해야 함 (대상 : 2,500명)

●지방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경춘선숲길 2단계 구간 개원
●경의선숲길 전구간 개원
●상암 e스포츠 전용경기장 개관

지원한도
•상자텃밭 보급가의 80%를 보조하고 20%(1만원)는 신청자가 부담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연초 공고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홈페이지 구축 예정)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작성(배송일자, 모종선정,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념문구 등)
•신청비 : 1만원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도시민에게 텃밭 경작의 경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도시민의 자연 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해드리고자 합니다

More Info.

▶도시농업과 : 2133-5406

▶시행일 및 사업기간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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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에 사용하다 남은 타자치구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이사 전입시 종전 거주지역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및 수거

쓰레기봉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 폐지

타 자치구로 이사를 해도 이사 전 자치구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개정(2015.7.1.시행)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설물분 부과

호환 수거를 실시하여 종량제봉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가 폐지되어 시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경

⦿ 이사 시 종전 거주 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 사용 불가
⦿ 미사용 봉투는 이사 전 구입한 봉투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환급

➔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이사 세대에 한해 종전지역에서 사용하던
미사용 종량제 봉투 배출시 조건 없이
수거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타 자치구 봉투의 사용은 이사 전입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사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타 자치구 봉투를 배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세대가 타 자치구 봉투 배출 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 자치구 봉투로 장기간 또는 다량
배출 시 배출자를 확인하여 적정배출 지도를 합니다.

▶생활환경과 : 2133-3734

•유통, 소비건물 바닥면적 160㎡인 시설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4조에 규정된
자동차

변경

➔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폐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제4조에 규정된
자동차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어느 구에서 시행되나요?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됩니다. 단, 종량제 봉투가격이 높은 동작 · 강남구의 경우 추후 2016년에 한해
수수료 차액(50원)만큼의 스티커를 구입 · 부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More Info.

종 전

▶시행일 : 2016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운영방식은 어떻게되나요?
•1월~6월분은 9월에 부과하고, 7월~12월분은 다음연도 3월에 부과하는 후불제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 2016년도 3월에 납부하는 2015년도 7월~12월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분 부과폐지로 인해 줄어
들게 됩니다.
시설물분이 폐지되면 미납한 체납부담금은 납부해야 되나요?
•부과 폐지와 관계없이 현재 체납된 부담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More Info.

▶부과 . 징수관련 문의사항 : 시설물 소재지, 자동차 등록 관할 자치구 환경과
▶환경정책과 : 2133-3534		
▶시행부과일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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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녹지•환경

이사하는 집의 도시가스 연결, 재료비만 지불하세요!

이사전입시 도시가스 레인지
무료연결 서비스
2016년 1월부터 이사(전입)를 하는 시민은 도시가스 레인지 연결에 따른 재료비만 부담하시면

회사명

통합콜센터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별도의 출장• 시공비 없이 도시가스 레인지를 연결하여 드립니다.

서울도시가스㈜

1588-5788

www.seoulgas.co.kr

서울 중서부

코원에너지서비스㈜

1599-3366

www.ko-one.co.kr

서울 동남부

㈜예스코

1544-3131

www.lsyesco.com

서울 중동부

㈜대륜E&S

1566-6116

www.daeryunens.com

서울 북동부

강남도시가스㈜

2680-4700

www.kangnamgas.co.kr

서울 남서부

무엇이 달라졌나요?

부담내역

⦿ 출장•시공비 및 재료비 부담
⦿ 출장•시공비 : 약 23,000원

부담수준

공급권역

변경

종 전

구분

홈페이지

➔

⦿ 재 료 비 : 약 12,000원
➡ 총 35,000원 내외

⦿ 재료비만 부담
⦿ 재료비 : 1만원 내외
※ 부담액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갖고 있는 재료를
사용하실 경우 부담액은 없습니다.

지원내용/이용방법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사(전입)에 따라 도시가스 레인지 연결을 원하시는 서울시민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사(전입) 2~3일전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신청(전화, 인터넷)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료(가스호스,
휴즈콕 등)가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당일 방문하신 기사님께 구매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연결서비스의 장점
•도시가스레인지 연결 및 안전점검, 가스사용계약 체결(가스사용자 명의변경) 및 상담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으며 재료비(휴즈콕크, 호스)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료(휴즈콕크, 호스)를 갖고 계신 시민께서는 별도
로 납부하실 비용이 없습니다.

More Info.

▶녹색에너지과 : 2133—3561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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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녹지•환경

전기차를 구매대수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보급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조건 완화
친환경 전기차 구매자들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초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보급
조건을 완화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가격 분야별 최대 1,800만원 및 충전기 설치비용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 신청절차 :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선정

➔

보조금(대당)

1분야

1,800만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비 고(지원대상)

2분야

1,650만원

일반시민

3분야

1,500만원

서울시 소재 기업,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포함)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거주 시민 또는 본사 ·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법인, 단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 보급대수 : 1세대 1대, 1단체 2대 한정

구분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보급대수 : 차량 구매대수 제한 없음
구매 신청

⦿ 신청절차 : 선착순으로 즉시 신청가능

구입 희망 차량 대리점 방문 접수
신청 시 입주자 대표회의 일정 확인

➔
충전기 설치부지 확보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주 동의 필요

➔
현장실사 및 충전기 설치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

전기자동차란 무엇인가요?
•화석연료 없이 순수 전기로만 움직이는 친환경자동차를 말합니다.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보조금 신청

BMW

한국닛산

차량인도 및 충전기 보조금 정산

차량명

2015년
공급
가격
(만원)

레이EV

쏘울EV

SM3 ZE

스파크EV

i3

LEAF

3,500

4,250

4,190

3,840

5,750∼6,470

5,480

차량 및 충전기 보조금 동시 신청
(전기차 제작사, 충전기 업체에서 신청)

➔

제작사

부지소유자 또는 건물주 동의 확인
충전기 설치 최적위치 및 적정모델 선정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
(서울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류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① 전기차 및 충전기 구입계획서
②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예정) 신청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More Info.

▶홈페이지 주소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기차’ 검색 http://env.seoul.go.kr/archives/64767
▶대기관리과 그린카보급팀 : 2133-3642
▶시행일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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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5%만 절감해도 에코마일리지를 드립니다

5000대로 늘어나는 따릉이로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세요

에코마일리지제 대상 확대
및 구간 신설

서울자전거 '따릉이' 확대
운영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를 6개월 단위로 이전 사용량(직전 2년간 같은기간 평균 사용량)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보다 많은 곳에서 편리하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과 비교하여 5~15% 이상 절감 시 마일리지를 적립시켜 드립니다.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한 저비용, 고효율 생활교통수단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5000대로
늘어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종 전

선정대상

⦿ 1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개인회원
⦿ 5만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변경
⦿ 5%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개인회원

➔

종 전

구축규모

⦿2000대

➔

변경
⦿ 5000대 (3000대 추가확보)

⦿ 5%이상~10%미만<신규>:1만 마일리지
⦿10%이상~15%미만<조정>:3만 마일리지
⦿15%이상<종전과 동일>:5만 마일리지

[ 2015년 6월 사용량부터 적용되며 2016년 1월 평가 시 적용 ]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에코마일리지란 무엇인가요?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마일리지(1점 = 1원)는 아파트관리비, 전통시장상품권, 친환경상품, 티머니충전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분은 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2015년 6월 사용량부터 적용하고, 2016년 1월 선정 시 반영됩니다.

More Info.

구분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ecomileage.seoul.go.kr
▶기후변화대응과 : 2133-3607 / 각 자치구 담당부서, 동주민센터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만15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는 5대 거점(신촌, 여의도, 4대문, 상암, 성수) 지역에 설치된 대여소에서 대여하여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동 후 다른 대여소에 교차반납하시면 됩니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회원의 경우는 회원가입 → 이용권 결제 → 카드등록(T-머니카드나 후불교통카드) → 등록카드나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 → 반납
•비회원의 경우는 일일권 구매 → 앱로그인 → 대여 → 반납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용요금은?
•1일권 1,000원/ 7일권 3,000원/ 30일권 5,000원/ 180일권 15,000원/ 365일권 30,000원입니다.

More Info.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서울자전거 따릉이 홈페이지 https://www.bikeseoul.com/
▶모바일 대여방법 - 아이폰 : 웹에서 QR코드, 안드로이드: ‘서울자전거 따릉이’ 어플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2133-2393
▶시행일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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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녹지•환경

보라매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뛰어 놀아요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어린이 대공원,
월드컵공원에 이어 보라매공원에 추가로 조성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등록제*에 의해 등록된 반려견과 13세 이상 견주가 함께 입장 가능합니다.
•체고 40cm를 기준으로 대형견과 중 . 소형견으로 나뉘어 입장합니다.
•출입 시 배변 봉투, 목줄을 지참하며 시설 이용 중 안전과 사고에 대한 책임은 견주에게 있습니다.
이용 제한이 있나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된 맹견류(도사견, 아메리칸 핏볼 등), 질병이 있는 견, 발정기의 견,
동물등록제 미등록 견 등은 안전을 위해 출입을 금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입장해야 합니다.

종 전
⦿ 2개소 운영
⦿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광진구)
⦿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 (마포구)

변경

➔

⦿ 3개소 운영
⦿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동작구) 신설
개장

이용방법/지원내용
반려견 놀이터란 무엇인가요?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목줄 없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장소는?
•어린이대공원(광진구 / 2013.7월 개장), 월드컵공원(마포구 / 2014. 4월 개장),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 (동작구 / 2016년 4월 개장 예정)
- 위치 : 보라매공원 남단 향기원 옆
- 규모 : 1,500㎡
운영 기간과 이용 가능 시간은?
•매년 3월~11월, 매주 화요일~일요일(공휴일도 운영)
•오전 10시~ 저녁 8시 (하절기인 5월~8월은 오전 10시~저녁 9시)

[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 ]

*동물등록제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의 유기, 분실 예방을 위해 전국 시·군·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등록
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이식 시술하거나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부착하거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등록증이 발급합니다.

More Info.

▶동물보호과 : 2133-7649

▶시행일 :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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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녹지•환경

서천과 완주에도 가족자연캠핑장이 생깁니다

지방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5일
수업 등 달라진 교육환경여건에 맞추어 가족이 함께 학교밖 자연체험활동 공간을 이용할 수

이용요금은?
•1박 2만 3천원(전기 포함)입니다.(부가세 별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텐트, 메트리스, 테이블, 화덕 기본용품 무료 대여가 가능하고 전기(1kw), 숯 · 장작(판매)등은 비치되어
있으나 이외의 야영 필요준비물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기 본 : 두툼한 옷, 침낭, 버너, 코펠 · 랜턴, 레저음식 등 준비
- 봄 ·가을 : 동계용 침낭, 전기요(서울보다 3~4도 낮음)

있도록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 안내

종 전
⦿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4개소 운영
•횡성(월현분교), 포천(사정분교)
•제천(송한분교), 철원(유곡분교)
⦿ 폐교 교실 및 주변시설 활용
•숲속체험, 바둑교실, 북카페 등 체험교실
•배드민턴, 탁구장, 물놀이장 등 체육시설

확대

➔

⦿ 기존시설 4개소 외 2개 추가 조성,
총 6개소 운영
•충남 서천(1), 전북 완주(1)
⦿ 농산촌 체험프로그램 및 재능발견 야외
캠프 연계 운영
•자유학기 학급단위 캠프
•창의체험 및 재량휴업 가족단위 자연캠프

구분

횡성 별빛마을

포천 자연마을

이용기간

3월~11월

3월~11월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지

제천 하늘뜨레

철원 평화마을

3월~11월

3월~11월

별빛 숲속마을
- 숲 생태체험
- 트래킹
- 별빛체험

허브아일랜드
- 허브 꽃 리스
만들기
- 가루초 만들기
- 허브 베개
만들기

- 월악산
- 박달재
- 의림지
- 청풍문화재단지

- 고석정
- 제3땅굴
- 삼부연폭포
- 금강산
가는 철도
(월정역)

예약기간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인터넷접수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인터넷접수

매월 15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인터넷접수

매월 15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인터넷접수

이용시설관련
문의처

033-342-4586

031-533-9535

043-652-3926

033-455-3904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년 3월에 캠핑장 개장하여 11월까지 운영합니다. 단, 2016년에 신규조성되는 캠핑장은 7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관리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횡성 . 포천 . 제천 . 철원 캠핑장을 인터넷 예약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도우미 어플’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횡성, 포천은 매월 10일부터, 제천, 철원은 15일부터 다음달 분에 대해 인터넷 사전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More Info.

▶블로그
- 서울캠핑장(통합블로그) : http://blog.naver.com/seoul_camp
- 횡성 별빛마을 캠핑장 : http://blog.naver.com/seoulcamp7
- 포천 자연마을 캠핑장 : http://blog.naver.com/seoulcamp9
▶교육정책담당관 : 2133-3926,3923
▶시행일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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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녹지•환경

경춘선숲길로 나들이를 떠나요

경춘선숲길 2단계 구간
개원
경춘선 복선 전철화(상봉역~춘천역) 사업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단된 광운대역에서 서울시계

단계별 추진계획도

까지 철도 유휴지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춘선숲길의 2단계 구간이 개원됩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사업내용
•경춘선숲길 조성 : 경춘선 폐선부지(광운대역~舊 화랑대역~서울시계)의 유휴지와 주변을 공원으로
만드는 서울시 광역 그린웨이 조성사업
•2016년 경춘선숲길 2단계 개원 : 경춘철교~서울과학기술대 입구 1.1㎞, 53,860㎡ 공원화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어떻게 조성되나요?
•기존 철길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주민참여공간과
녹지공간들로 채워지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중랑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
터와 계단이 설치됩니다.
•경춘철교는 명품 보행교로 변신하여 단절된 월계동과 하계동을 수평으로 잇고, 경춘선숲길과 중랑천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업대3길 고가철교도 새롭게 정비하며 철교 하부 통과높이를 2.8m에서 4.5m로 높여 대형버스, 소방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춘선은 일제 강점기(1939년)에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만든 최초의 철도시설로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철길 원형이 남아 있어 이
를 공원 조성의 모티브로 삼아 철길을 남겨 원형미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춘선숲길이 모두 완료되면 북한강을
통하여 춘천까지 연결됩니다.

More Info.

1단계 구간 조성 전

1단계 구간 조성 후(2015.8월 개원)

2단계 구간 현황사진

2단계 구간 조감도

▶공원조성과 : 2133-2061

▶시행일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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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전 구간이 개원 됩니다

경의선숲길 전구간
개원
경의선(문산~용산)철도 지하화(가좌~용산)에 따라 활용 가능한 지상부 공간에 역사와 문화를
담은 선형의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확 대

⦿ 1단계 : 마포구 대흥동 일대 17,400㎡(760m)
공원 개원
•시 주도(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리

⦿ 3단계 : 효창동, 새창고개, 신수동, 동교 및
창전동, 용문동 개원
•1.92㎞, 37,306㎡

⦿ 2단계 : 새창고개, 연남동, 염리동 47,302㎡
(1.67㎞)공원 개원
•시민주도 관리

➔

⦿ 경의선숲길 전 구간 개원
•가좌역 ~ 용산문화체육센터 지상구간 6.3㎞,
102,008㎡
•시민과 시합동 협의체 구성, 시민주도 관리

경의선 숲길은 어떻게 꾸며져 있나요?
2단계 구간
•연남동(1,268m) 구간 : 공연 . 예술로 활력 넘치는 길. 1km 은행나무길 가을명소
•새창고개(630m) 구간 : 경의선으로 단절된 옛 고갯길 복원해 역사성 재해석
•염리동(150m) 구간 : 메타세콰이어길, 느티나무 터널로 시원한 빌딩 속 정원
3단계 구간
•서교 . 서강동 (370m) 구간 : 기찻길이 곧 일상공간이었던 땡땡거리(인디문화 발원지)
- 지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테마요소 도입하고 홍대입구지역의 예술 . 공연 문화와 연계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인프라 제공
•신수동(420m) 구간 : 서강대와 지역커뮤니티가 긴밀히 교류하는 열린공간
-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인공하천인 선통물천, 무쇠막 등 마을의 옛 기억을 재현
•원효동(360m) 구간 : Green-openspace 제공으로 마을간 커뮤니티 활성화
- 문화체육센터, 종교시설, 학교 등 지역 문화의 거점시설과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야외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조성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연남동 구간 : 홍대 지하철 3번출구에서 나오면 번화가 건너편 큰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 숲길 시작
•염리동 구간 : 공덕역 1번 출구로 나와 직진→좌회전→우회전
•새창고개 구간 : 지하철 공덕역 10번 출구와 바로 연결(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 부근)
•대흥동 구간 : 대흥역 4번출구 동양엔파트 아파트에서 시작하여 공덕역 방향으로 숲길 조성
•서교, 서강, 신수동 구간 : 서강대역 1,2번 각각의 출구에서 경의선 철도를 따라 숲길 조성
•원효동 구간 : 효창공원역 3번출구에서 한블록 진입 후, 삼각지역 방향으로 숲길 조성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2016년 새로 개원하는 경의선 숲길은 어디인가요?
•효창동, 새창고개, 신수동, 동교 및 창전동에 1.92㎞, 37,306㎡의 공원이 개원됩니다.

공원관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경의선숲길 홈페이지(http://www.gyeonguiline.org)에서 참여방법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숲길지기(비영리민간단체)와 함께 합니다.
연남동

염리동

새창고개 원경

새창고개 근경

More Info.
대흥동

신수동 투시도

창전동 투시도

▶서울시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archives/12821 ▶경의선 숲길지기 http://www.gyeonguiline.org
▶공원조성과 : 2133- 2065
▶시행일 : 2016년 5월 완공(예정)

용문동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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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에 국내 최대 e스포츠 경기장이 문을 엽니다

상암 e스포츠 전용경기장
개관
상암동 S-PLEX CENTER 내에 국내 최대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조성하여 e스포츠 팬들은
물론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국내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의 상징적인 공간
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1~17층
e스포츠경기장

함께, 누려보아요
시설개요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48 (상암DMC 단지 내)
•규 모 : S-PLEX CENTER 내 시너지움 11~17층 (3929.89㎡)
•세부시설 현황
세부 시설명

위치

주경기장(756석)

14~17층

면 적(㎡)
1,812.91

주요 용도

보조경기장(192석)

12~13층

1,245.77

보조경기장, 옵져빙실, 선수대기실, 기자실 등

e스포츠 부대공간

11층

871.21

e스포츠 유관단체 입주, 전시공간 조성(문체부 주관)

주경기장, 프레스실, 중계실, VIP대기실 등

[ 조감도 : S-PLEX CENTER 전경 ]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e스포츠경기장에서는 어떤 행사를 개최하나요?
•블레이드앤소울, 하스스톤 등 종목별 리그 개최, 롤드컵 등 국제대회 유치와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전국체전 e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e스포츠 경기 및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수 게임 시상식, 국내 게임사 신규 게임 홍보 및 체험관 운영 등 국내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게임·e스포츠 아카이브가 조성됩니다.

More Info.

▶e스포츠경기장 운영사업자 홈페이지 : http://ch.interest.me/ongamenet (CJ E&M OGN 채널)
▶문화융합경제과 게임애니팀 : 2133-2597
▶개관일 : 2016년 4월 1일 개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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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서울생활

민원•행정
●민원처리보상제 실시
●민원 도우미 운영
●민원 법률자문 운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
●서울시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민원•행정

민원인의 불편, 불이익에 대해 1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민원처리 보상제
실시
서울시가 약속한 민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
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금전적으로 보상해드립니다.

보상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 120다산콜센터(전화, 문자, SNS), 응답소(인터넷, SNS), 열린민원실(방문, 전화) 등 시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보상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 시민봉사담당관에서 해당 부서에 사실 확인 후, 해당부서가 동의할 경우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
신고 또는
불편사항 발견

함께, 누려보아요

보상동의
사실여부 확인

보상조치

보상비동의

사업 내용
•민원서비스를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불편을 끼치는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 시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보상금액에 동의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10명 이내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민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대 1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그 이상의 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능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보상기준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기준

보상금액

공무원의 착오·과실로 인하여 시민이 동일건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서비스를 정해진 기간(또는 공지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특정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10,000원

시민이 요청한 서류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처리)되어
재발급(처리)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잘못된 업무처리로 특정 시민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쳤으나 보상기준이 명확치 않은 경우
보상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

최 대 100,000원

보상방법
사실여부
확인 후
문화상품권
즉시지급

민원보상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경제적 . 시간적 손해가 발생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More Info.

▶서울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시행일 : 2016년 1월

▶시민봉사과 : 2133-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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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안내부터 방문 접수까지 민원 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민원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민원 도우미
운영

민원 법률자문
운영

민원 신청을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복하기 어려운 민원답변 및 부당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께 외부 전문변호사의

민원신청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게는 방문 접수까지! 민원의

자문을 무료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불이익 방지 및 권리침해를 신속히 구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도와드립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지원 내용
•민원 진행이 어려운 분들에게 민원도우미가 배정되어 진행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120, 응답소, 열린 민원실로 제출하는 민원관련 안내 및 문의에 대하여 상담 제공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진행상황 파악 안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 대한 방문 접수, 결과서류 배달 등
민원의 접수부터 완료시까지 1:1 밀착 관리 지원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민원 사전상담 : 민원의 구비서류나 요건 등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민원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민원도우미 홈페이지의 '민원사전상담 게시판'으로 문의 시 답변 해드립니다.
•진행사항 안내 : 신청한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 민원 진행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안내 등 민원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담 해드립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응답소 홈페이지 : 민원제안신청 화면에서 시민이 직접 ‘민원도우미 신청’ 항목에 체크하면됩니다.
•열린민원실 방문 : 민원신청을 접수받는 담당직원에게 ‘민원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120 전화 : 민원신청을 접수받는 상담사에게 ‘민원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More Info.

▶서울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접속→민원제안신청→민원도우미신청
▶시민봉사과 : 2133-6531 / 120다산콜
▶시행일 : 2016년 1월

함께, 누려보아요
지원 내용
•시민에게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과정에서의 시민의 권리침해 방지 및
신속 구제
•민원도우미 및 응답소를 통해 법률자문 요청시 서울시 공익변호사의 자문결과 내용을 이메일로 회신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민원법률자문이란 무엇인가요?
•민원신청 전 · 후 과정에서 시민 요청 시, 서울시공익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자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민원 신청하는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응답소 홈페이지 : 민원제안신청 화면에서 시민이 직접 ‘민원도우미 신청’ 항목에 체크하고, 민원법률자문
의뢰서(양식 다운받기 클릭)를 작성하여 파일로 첨부하세요
•열린민원실 방문 : 민원신청을 접수받는 담당직원에게 ‘민원도우미’를 신청하시고, 민원법률자문의뢰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기 클릭)를 작성하여 방문 시 제출하세요

More Info.

▶홈페이지 주소 http://eungdapso.seoul.go.kr → 민원제안신청 → 민원도우미신청
▶시민봉사과 : 2133-6531
▶시행일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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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개 동에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
시민 한분, 한분을 찾아가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확대 시행됩니다. 2015년 7월, 13개구 80개동을
시작으로 2016년 7월에는 17개구 282개 동주민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종 전

변경

⦿ 80개동 출범 (’15.7월~)
•전동 시행(4개구) : 성동, 성북, 도봉, 금천
•일부 시행(9개구) : 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

•만 0세아 가정
- 건강 평가와 신생아 발달지원, 복지정보(출산양육지원금, 양육수당, 바우처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육아교육과 산후우울 체크, 보육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연계해 드립니다.
•빈곤 위기 가정
- 사회복지 공무원과 전담공무원, 통반장 등 주민들간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하여 복지서비스를 제 때
제공하게 됩니다.

⦿ 202개동 신규 시행 (’16.7월~)

➔

•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구

이용방법/지원내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뭔가요?
•동 주민센터의 전 직원이 ‘우리 동네 주무관’이 되어 사회복지사 및 방문간호사와 함께 어르신 가정,
빈곤 위기 가정, 영유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합니다.
누구에게 찾아가나요?
•65세 연령 도래 어르신가정, 만 0세아 가정, 빈곤 위기 가정을 당사자의 동의 하에 찾아갑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연령 도래 어르신가정
-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지원 혜택 등을 안내합니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혜택(기초노령연금, 어르신 교통카드 등)과 생활정보(노인복지관, 교육문화
시설)등을 알려주고 노후 복지설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More Info.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 http://human.welfare.seoul.kr/
▶자치행정과 : 2133-5819
▶시행일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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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에서 마을세무사에게 세금상담하세요

서울시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
2015년부터 시민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마을 세무사를 도입 ·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를 추가 지정하고,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세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운영동
운영인원
지정범위

종전

확대

2기 마을 세무사 지정동
연번

자치구

전체동수

지정동수

지정동

지정인원

계

424

208

1

종로구

17

6

사직동, 창신2동, 숭인1동, 혜화동, 무악동, 교남동

213

2

중

구

15

1

신당동

2

3

용산구

16

6

청파동, 한강로동, 이촌2동, 이태원2동, 서빙고동, 보광동

6

4

성동구

17

17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1동, 행당2동,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1동, 성수1-2동, 성수2-1동, 성수2-3동,
송정동, 용답동

17
9

6

5

광진구

15

9

중곡1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1동, 구의2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군자동

25개구 208개동

6

동대문구

14

3

제기동, 답십리1동, 이문2동

3

마을세무사 143명

마을세무사 213명

7

중랑구

16

4

면목본동, 면목7동, 상봉2동, 신내1동

4

마을(洞) 95개소

마을(洞) 208개소, 전통시장 24개소
소상공인회 8개소

8

성북구

20

20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1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동, 월곡2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20

20개구 95개동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마을세무사란?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
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국세 . 지방세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요청시 마을세무사가 방문하여 상담해드립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지원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 . 지방세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연락처와 시 . 구 . 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상담 : 1차적으로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대면 상담 :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면 상담 요청 시 상담자가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여 2차 상담이 진행됩니다.
불복청구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불복청구는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
납세자로 한정됩니다.
•이의신청 .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9

강북구

13

10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

10

10

도봉구

14

14

쌍문1동, 쌍문2동, 쌍문3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1동, 도봉2동

14

11

노원구

19

3

월계2동, 하계1동, 상계2동

3
16

12

은평구

16

16

녹번동, 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역촌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13

서대문구

14

8

북가좌1동, 북가좌2동, 천연동, 연희동, 홍2동, 홍3동, 홍은1동, 홍은2동

8

14

마포구

16

16

아현동, 상암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16

15

양천구

18

4

목2동, 신정1동, 신월4동, 신월6동

4

16

강서구

20

9

염창동, 등촌3동, 화곡본동, 화곡1동, 화곡3동, 화곡4동, 화곡8동, 가양3동, 방화2동

9

17

구로구

15

4

구로2동, 개봉1동, 개봉2동, 구로4동

4

18

금천구

10

10

가산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10

19

영등포구

18

5

도림동, 문래동, 신길4동, 신길6동, 대림2동

5
12

20

동작구

15

12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흑석동, 대방동, 사당1동,
사당5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21

관악구

21

5

삼성동, 은천동, 낙성대동, 서원동, 신원동

5

22

서초구

18

2

서초2동, 서초4동

4

23

강남구

22

5

청담동, 세곡동, 역삼2동, 일원본동, 도곡1동

5

24

송파구

27

1

잠실6동

3

18

강일동, 상일동, 명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둔촌1동, 둔촌2동

18

25

More Info.

강동구

18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검색 ➔ “마을세무사”바로가기또는 http://finance.seoul.go.kr/
village_accountant
▶세제과 : 2133-3354
▶확대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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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2015 달라진 서울생활
●서울역 고가통제로 인한 교통대책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상권분석 서비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지급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찾아가는 응답소(시청트럭)운영
●주택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확대
●한옥에 대한 건축법 완화

다시보는
2015 달라진 서울생활

서울역
고가통제로 인한
교통 대책

2015. 12. 13(일) 0시부터 서울역 고가도로가 통제됨에 따라, 평소 고가도로를 사용
하시던 시민들을 위해 도로 신설, 지하철 증편 등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고가대신 버스를 이용하려면 몇 번을 타야하나요?
•8001번을 비롯해 퇴계로를 경유하도록 조정되는 7개 버스 노선(104, 463, 507, 7013A, 7013B,
705, 9701)도 13일 첫 차부터 신설 .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어느 차로가 신설되나요?
•서울역 교차로와 숙대입구 교차로의 차로가 신설됩니다.

고가대신 우회도로를 이용하려면?
•[원거리]
도시고속도로, 원효로, 한강대로(서부권역), 다산로, 을지로, 종로(동북권역)에서 우회하세요.
•[근거리]
만리재로 우회로는 마포대로, 백범로나 퇴계로 우회로는 남대문로, 을지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접도로]
만리재로→퇴계로 이동차량은 이번에 서울역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청파로에서 한강대로를
거쳐 퇴계로를 이용하고, 퇴계로→만리재로로 가는 차량은 통일로에서 칠패로를 거쳐
청파로 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문 의 처 : 교통정책과 2133-2219
시 행 일 : 2015년 12월 14일

다시보는
2015 달라진 서울생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바꼈나요
구분

종전

변경

•최저생계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생계

•최저생계비

•현 생계급여 수준 유지

의료

•1종, 2종

•현행과 동일

교육

•수업료, 학용품비 등

•현행과 동일

주거

•실제임차료와 상관없이 현금급여의
22%지원(최대11만원/1인)

•임차가구 : 실제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상태에 따라
보고(경·중·대보수 실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가구)

•부양능력있음 : 3,535,190만원
(노인,장애인인 경우 5,030,847만원)
•부양능력없음 : 2,168,818만원

선정기준

급
여
수
준

:
:
:
:

중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

28%
40%
43%
50%

알아보아요
어떻게 활용하나요?
•ETAX 또는 STAX(서울시 스마트폰 세금납부) 이용자인 경우
1 ) 납세자가 먼저 ETAX 또는 STAX(서울시 스마트폰 세금납부)를 접속한 후
지방세 납부 시 납부방법 중 카카오페이를 선택합니다.
2) 카카오페이의 부과 건을 확인 후 결제 비밀번호 6~12자리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또는

•고지서와 스마트폰만 있는 경우
1 ) 카카오페이에서 고지서 바코드 촬영 후 결제 비밀번호 6~12자리를 입력하면됩니다.

•부양능력있음 : 5,286,611만원
•부양능력없음 : 4,222,533
만원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 완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 의 처 : 세무과(2133-3384)
시 행 일 : 2015년 12월

콜센터 및 홈페이지 주소
구 분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만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 시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홈페이지

생계, 의료급여

129(보건복지콜센터)

복지포털(www.bokjiro.go.kr)
서울시 홈페이지(welfare.seoul.go.kr)

주거급여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주거급여(www.hb.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교육급여

1544-9654(교육급여콜센터)

서울시교육청(www.sen.go.kr)
교육부(www.moe.go.kr)

문 의 처 : 복지정책과(2133-7347), 주택정책과(2133-7027)
시 행 일 : 2015년 7월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시보는
2015 달라진 서울생활

시각장애인
원격생활
안전서비스

시각장애인이 착용형(웨어러블) 카메라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길 안내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1-3급 시각장애인

※ 2016년 상반기에 3차 추가신청(예정)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상권분석 서비스

•웨어러블 카메라와 스마트폰(엔젤아이즈도우미 앱)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보호자

소규모 자영업 창업에 필요한 골목상권 분석정보를 지역별·업종별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상권신호등

신규창업 위험도를 4단계의 색깔 표시
(주의-파랑, 의심-노랑, 위험-주황, 고위험-빨강)
해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대상

(자원봉사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보호자(자원봉사자)가 도와드립니다.
(웨어러블 카메라 무상배부 : 500명)
•영상전송, 양방향 음성통화, 음식물 유통기한 확인, 우편물 내용확인,
의약품 복약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상권검색
관심 있는 골목상권의 점포 수, 점포 당 평균 매출액,
일평균 유동인구, 창업생존율, 과밀지수 등 구체적인
상권리포트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점포 마케팅
기존 자영업자 대상

희망하는 지역의 상권을 임의로 지도상에서 설정하면
성 . 연령 . 요일 .시간대별 유동인구 추이와
주요 집객시설, 아파트 세대 수 등을 분석합니다.
정기적으로 상권 변화 분석리포트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홈페이지 : http://golmok.seoul.go.kr
문 의 처 :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2133-4292)
시 행 일 : 2015년 12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
문 의 처 :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44)
시 행 일 : 2015년 12월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불법현수막 수거 참여대상으로 선정된 20세 이상 지역주민
에게는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수거 현수막에 대하여 1인/일 10만원 이내,
1인/월 200만원 이내 (족자형 1,000원, 일반형 2,000원)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사업적용지역은 어디인가요?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시행됩니다.
문 의 처 : 도시빛정책과(2133-1931)
시 행 일 : 2015년 11월

다시보는
2015 달라진 서울생활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
사업

12세 이하의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 건강관리의사’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건강
증진, 의료 및 질병, 예방 및 보호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생애 초기
부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평생 건강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네 「건강관리의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아이 건강관리 등록을 신청하면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건강포털 http://health.seoulmc.or.kr
서울건강콜센터 http://health.seoul.go.kr/healthcall
문 의 처 : 보건의료정책과(2133-7534)
시 행 일 : 2015년 12월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확대

지원기준

•다가구, 단독, 공동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
•교체공사비의 80%이내

지원금액

- 다가구주택 : 최대 250만원
- 단독주택 : 현행과 동일
- 공동주택 : 최대 120만원 (공용급수관 40만원)

•녹물이 출수되는 아연도강관으로 옥내급수관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다산콜센터 (120~121) 및 해당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의 처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3146-1471)
시 행 일 : 2015년 5월 14일

찾아가는
응답소(시청트럭)
운영

관공서에 오기 불편한 시민을 위해 시청 트럭이 직접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발급·전달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시청트럭 방문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면 모두 가능합니다.(노약자, 장애인,

생계형업종 종사자 우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20(전화), 응답소(온라인: http://eungdapso.seoul.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문지역을 확인하시고 날짜에 맞춰 오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문 의 처 : 시민봉사담당관(2133-6465)
시 행 일 : 2015년 12월

한옥에 대한
건축법 완화

한옥에 대한 건축법의 적용 규정을 완화하여 한옥의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한옥의 기둥 밑단 60cm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옥의 높이 9m 이하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

띄어야 합니다
•한옥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옥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지출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 고시합니다.

문 의 처 : 한옥조성과(2133-5573)
시 행 일 : 2015년 7월
관련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6
달라지는 국가 제도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들은 종합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2016. 1. 1. 부터 적용

저소득층 통신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 자격을 얻는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는 통신 감면 혜택을 받
는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등 시내·시외전
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를 각 35%씩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 급여 수급자는
본인 외에 가구당 4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민원 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2016. 1. 1. 시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청년고용증대세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크임금보다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금 대상은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노동자이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소득이 연 72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29세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올해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청년 고용을 세제
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가 증가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 대기업
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15. 12. 31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5. 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 적용)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선정기준 변경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 간편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지방세법 개정)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그간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
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
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
예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
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확대되는 등 제
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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