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2016년 하반기 서울시 정책 30개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201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보고 서울을 알차게 즐기세요

201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을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태깅 마크(

)가 표시된 정책․사업은

지도태깅 공유마당(http://map.seoul.go.kr/smgis/short.jsp?p=6LB5k)과
‘스마트 서울맵’(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도 지도와 함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친구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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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움직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야간 안전을 보호합니다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 지원
최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를

∙∙∙∙∙∙∙∙∙∙∙∙
시 행  2016년 7월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24시간 안전을 확보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새롭게 시작해요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섭식기능 유지증진,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는 중한 장애로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순회방문 및 응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

변

개인위생 관리

• 관장·배뇨도움·화장실 이동 보조 등 배설 도움

신체기능 유지 ․ 증진

• 체위 변경, 스트레칭, 마사지(통증 마사지, 관절운동 마사지),

• 사업내용 :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

근육이완 운동, 주무르기, 체온 조절
위기상황 발생 대비 ․ 예방 • 체온 확인(동절기), 혈당·혈압·건강상태 확인(투석 시 등),
호흡기 관리, 소변통·소변줄 확인, 낙상위험 확인

 자세히 알아보아요

섭식기능 유지 ․ 증진

• 약물복용 지원 및 기타 섭식기능 증진 활동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전 확인

• 응급상황 체크, 필요할 경우 119 등에 도움 요청

기타

• 대화, 독서, TV시청, 취침 돕기 등 정서적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 점수가 400점 이상이며,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본인 신청이나 동 주민센터, 활동지원 제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시와 자치구에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총 100명)

지원하고, 응급안전알림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 화재, 가스 감지센서 등을 통해 위급 상황을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댁내 시스템(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서비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 대상자 본인 동의 후 서비스가 시행되며, 야간 순회돌보미 가 대상자 가구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3회 (1회 20~30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순회돌보미 :

✔ 2016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전액 서울시가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춘 순회 인력으로 자치구별 2~4명을 선정

소화용구 등)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 전혀 없습니다.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관할 구청 장애인 관련 부서에 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절차는 본인 신청 → 대상자 확정(자치구) → 서비스 지원(수행기관)으로 이루어집니다
2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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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복지 레벨 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대폭 늘어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단계) 실시
∙∙∙∙∙∙∙∙∙∙∙∙

동주민센터가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의 공간에서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시행  2016년 7월 18일

탈바꿈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1단계 (2015.7월~)

구 분
사업대상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13개구 80개 동주민센터 시행

2단계 (2016.7월~)
• 18개구 283개 동주민센터 시행
- 203개 동주민센터 신규 시행

※

✔ ‘복지플래너’(사회복지담당공무원)와 ‘방문간호사’가 ① 65세 도래 어르신, ② 빈곤위기 가정,
③ 출산 가정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복지‧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상담전문관’이 생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숨어있는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동주민센터 전 직원이 ‘우리동네 주무관’이 되어 통·반장 등과 함께 전담 구역을 수시로

2017년까지

연차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424개 동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니면서 주민생활 살피미로서 활동하고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모아 연계해 드립니다
✔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계획단 구성 및 마을계획

 자세히 알아보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란 무엇인가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주민과 행정의 접점인 동주민센터를 기존의 민원처리 중심의
공간이 아닌,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가 실현되는 마을공동체 조성의 거점으로 새로이
재편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수립 ‧ 실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동주민센터의 공간 개선을 통해 주민 공유공간(주민 사랑방, 카페, 극장 등)을 확대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 주민 누구나 동주민센터를 내방하여 복지 ‧ 건강 분야 전문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어르신과 출산가정은 사전 동의 후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

① 복지 ‧ 건강 : 복지 ‧ 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기존에 주민 신청을 받아 제공하던 방식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마을공동체 :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행하나요?
✔ 전 동 시행 자치구(전면시행) : 17개구 (282개동)

※

1단계

시행 자치구(’15. 7월~) 포함

-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일부 동 시행 자치구(일부시행) : 1개 자치구 (1개동) - 광진구* 군자동
* : 2016년 7월(2단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신규로 시작되는 자치구

For more Info!

4

문 의 처

| 서울시 자치행정과 02-2133-5836

홈페이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http://human.welfare.seoul.kr/

페이스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https://www.facebook.com/welfare.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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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시민건강을 위해 1 : 1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운영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서비스 대상자를

∙∙∙∙∙∙∙∙∙∙∙∙

중심으로 맞춤형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관리하기 시행  2016년 8월
위해 서울시 보건소 내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 해당 보건소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고, 예약 당일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개요
• 보건소 건강관리센터에서는 건강관리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이 팀을 이루어 개인별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 유지 · 증진에 기여합니다
• 운영대상 : 11개 보건소 (강동, 강북, 동작, 성동, 성북, 중랑, 은평, 금천, 영등포, 관악, 송파)

어디로 가면 되나요?
보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행일(예정)

강동구보건소

강동구 성내로 45(성내동)

3425-6822

2016. 6. 1

강북구보건소

강북구 한천로 897(번동)

901-7788

2016. 8월중

동작구보건소

동작구 장승배기 10길 42(상도2동)

820-9933
820-9470

2016. 9월중

성동구보건소

성동구 마장로 23길 10(홍익동)

2286-7064

2016. 12월중

성북구보건소

성북구 화랑로 63(하월곡동)

2241-5904

2016. 12월중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고, 의사가 수립한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대상자 중심으로

중랑구보건소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2094-0722

2016. 12월중

포괄적 · 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중랑면목보건분소 중랑구 사가정로 51길 48

2094-0940

2016. 12월중

351-8152

2016. 12월중

※

2018년까지

서울시 25개 보건소로 확대 예정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건강관리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보건소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진료, 대사증후군 관리,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 등)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건강관리의사에 의한 1 : 1 건강관리계획 수립·제공, 지속관리
✔ 대사증후군 검사·관리, 생활습관 개선 위한 전문가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표준 진료 및 교육 등 적정관리
✔ 보건소 내·외부 필요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평구보건소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금천구보건소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2627-2703

2016. 12월중

영등포구보건소

영등포구 당산로 123

2670-4892

2016. 12월중

관악구보건소

관악구 관악로 145

879-7104

2016. 12월중

송파구보건소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2147-3472

2016. 12월중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언제 이용 가능하나요?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25 / 11개 해당 자치구 보건소

✔ 월요일 ~ 금요일 기간 중 09:00~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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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해양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생깁니다

청소년해양안전체험센터 개소
∙∙∙∙∙∙∙∙∙∙∙∙

청소년들의 해양안전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한 수련관으로 변경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

시 행  2016년 9월

진로 탐색 및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새롭게 시작해요

✔ 금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cyc.or.kr) 또는 전화(02-803-131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개요
• 사업취지 : 청소년들에게 해양안전의식 제고와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해양안전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찾아가나요?
✔ 지하철 이용 시  금천구청역 (1호선), 독산역 (1호선) 하차 → 금천 1번 마을버스 승차
→ 동일여고 하차 → 벽산 6단지 방면 오르막길 끝(금동초교 후문)

- 주입식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중심 학습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해양 활동 및 선박사고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종

✔ 버스 이용 시

전

• 서울시 내에 해양안전
체험시설 부재

변

 지선 : 5413, 5537, 5617, 5619, 5620 (종점 하차)

경

•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을
활용하여 해양안전체험 시설 신규 조성

생존수영

구명보트 승하선법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 기초과정(이론교육) : 해양안전, 시청각 교육, 선박 탑승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
✔ 기본과정(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라이프자켓(구명조끼) 착용법,
구난장비 물자 사용법 등
✔ 전문과정(실습/체험) : 생존수영, 선박 비상탈출, 구명뗏목 승·하선법 등
✔ 진로과정(전문가양성) : 진로체험, 보조요원 양성 등
8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02-2133-4121 / 금천청소년수련관 02-803-1318

홈페이지

| 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 http://cy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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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H몰, NS몰) 이용 시 안심택배함 주소 선택이 편리해집니다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개선
∙∙∙∙∙∙∙∙∙∙∙∙

여성안심택배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 행  2016년 7월

여성안심택배 주소를 선택하여 택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구 분
안심택배
보 관 함

이용 요금이 있나요?

전

• 120개소 (2015년)

변

경

• 160개소 (2016년 40개소 추가)

※ 이용자가 많은 대치 동과 행운동의
4

보관함 개수 2배 증설

주문방법

• 택배 주문 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 현재H몰, NS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소를 직접 찾아서 수기 입력

주문 시 ‘안심택배’를 선택 후, 집에서
가까운 안심택배 주소를 목록에서 선택

✔ 요금은 무료입니다
(단, 물품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면 하루에 1,0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현대H몰, NS몰에서 어떻게 이용하나요?
✔ 서비스 이용을 위해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각 인터넷몰 사이트에서 주문서 작성 시
‘택배정보’에서 ‘안심택배’ 항목을 선택하신 후, 택배받을 주소를 리스트에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① 택배물품 주문하기 : 주문 시, 물품수령 장소를 ‘안심택배보관함’으로 지정
② 배송상태 확인하기 : 휴대폰문자 메시지 확인 (택배보관함번호 및 인증번호)
③ 택배물품 찾아가기 : 본인 휴대폰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후 물품 수령
*업무협약

 자세히 알아보아요
‘여성안심택배’란 무엇인가요?
✔ 바쁜 직장생활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싱글 여성이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일반 주택가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몰 확대 예정

안심택배 보관함은 어디있나요?
✔ 서울시 전역에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 택배함의 자세한 위치와 주소는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여성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3곳을 제외한 157개소에서 가능)
- 거여1동 주민센터 : 평일 09~21시, 토요일 10~17시 / 공휴일 휴무
－ 상도3동 주민센터 : 평일 06~22시, 토요일 06~18시 /
공휴일 휴무 (첫째주 일요일은 운영 : 10~18시)
-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 평일 06~22시, 토요일 08~18시 /
공휴일 휴무 (첫째 ‧ 셋째주 일요일은 운영 : 10~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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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19 / 여성안심택배 고객센터 1899-4711

홈페이지

|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홈페이지 http://wom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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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길, 안심귀가서비스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앱 개발
∙∙∙∙∙∙∙∙∙∙∙∙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신청 시 다산콜센터(120)와의 연결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용 앱 활용으로

시행  2016년 7월 18월

오전 9시부터 상시로 예약 신청(취소)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구 분
신청방법

전

• 다산콜센터(120) 또는 구청 상황실로

변

•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앱’을

전화
신청시간

•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주택․교통

경

스마트폰 등에서 다운받아 신청
• 오전 9시 ~ 밤 12시 40분까지

도착 30분 전에 신청 필수

상시 예약 신청 가능

 자세히 알아보아요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앱’이란 무엇인가요?
✔ 지금까지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산콜센터나 구청 상황실로 전화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서비스를 신청 ․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시간 : 밤 10시 ~ 다음날 1시

어떻게 이용하나요?
✔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앱을 다운받아
간단한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됩니다

앱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전화로 신청 시에는 연결 지연 사례가 많았으나, ‘앱’을 활용하면 바로 신청(취소)이 가능합니다
✔ 통화로 인한 휴대폰번호 노출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했으나, ‘앱’은 한번만 신청해도 이용기록이 저장되어
다음 이용 시 클릭 몇 번으로 편리하게 신청(취소)할 수 있습니다

For more Info!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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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30

서울형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 신설

14

고시원 및 숙박시설 활용 저렴주택 공급

15

소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16

강남순환로 개통

18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20

알뜰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22

시내버스 와이파이(WiFi) 설치

23

신청하세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보조합니다

낡은 고시원과 모텔을 고쳐 저렴한 주택으로 임대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 신설

고시원 및 숙박시설 활용 저렴주택 공급

쪽방이나 사회복지보장시설에서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사회적 주거약자들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해

∙∙∙∙∙∙∙∙∙∙∙∙
시 행  2016년 7월

임대료 보조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종

민간 참여를 통한 매입 또는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쉐어하우스로

∙∙∙∙∙∙∙∙∙∙∙∙
시 행  2016년 9월

재공급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1인 가구가 장기투숙하는 노후 고시원 및 숙박시설물 등을

 새롭게 시작해요
전

변

경

종

류

• 일반바우처

• 일반바우처 + 특정바우처 (추가 신설)

성

격

• 저소득 시민 주거비 보조

•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자립 지원

지급주체

• 동주민센터

• SH공사

선정기준

• 소득재산 일괄기준 적용

• 소득재산 일괄기준 + 퇴거시설 기준 추가

지 급 액

• 5만원~7.5만원

• 12만원~15만원 (지급기간 1년, 1회 연장 가능)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쪽방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 신청일 현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중 수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규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용

대상건물

• 건축연한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중 사업자가 신청한 건물

사업방식

• 비주거시설 매입 또는 임차 후, 준주택(다중이용시설)으로 리모델링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소득 50~70% 이하

임대조건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50~80% 이하
• 거주기간 : 10년

- 1~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5만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내

구 분

 자세히 알아보아요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인 분이 입주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SH공사 맞춤임대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연중 수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 서류는 국세청신고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부입니다
✔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거주사실 확인서 및 퇴소사실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기 신청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For more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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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SH공사 ARS 1600-3456

홈페이지

| SH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 → 공고 및 공지 → 검색어 “특정바우처 사업안내”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 SH공사 맞춤임대부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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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수조 청소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소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

2016년 7월 1일부터 소형 저수조의 청결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시행  2016년 7월 1일

소형 저수조 청소 의무규정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 징수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누가 청소를 해야 하나요?
✔ 저수조가 설치된 소형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구 분
내

종

용

전

변

•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규정 위반 시

경

•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규정 위반 시

✔ 관할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거나 직접 청소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50만원 부과 ․ 징수

급수정지 처분

어떻게 청소하면 되나요?

청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청소 결과를 등록하시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자세히 알아보아요

청소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형 저수조 청소 의무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 반기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 대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1,763동)의 저수조(2,239개)

※ 대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

수도법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4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저수조 물탱크 는 깨끗이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으며
(

)

,

대상은 대형 저수조(물탱크),

소형 저수조(물탱크) 모두 수도법에 의해 대상시설입니다

① 대형 저수조 물탱크
․연면적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 이상인 복합 건축물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② 소형 저수조 물탱크
․대형물탱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음용 및 생활용 물탱크
(

)

5,000

(

3
1

(

16

)

)

(

2,000

)

2

For more Info!
문 의 처

|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 02-314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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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 광명에서 서초까지 이동시간이 30분 단축됩니다

강남순환로 개통
강남지역의 동서 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1단계 구간)을 연결하는

∙∙∙∙∙∙∙∙∙∙∙∙
시행  2016년 7월 3일

강남 도시고속화 도로를 개통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강남순환로 개통 구간

사업내용
• ‘강남순환로’는 강남 지역의 외곽을 통과(금천구 독산동 ~ 강남구 수서동 연결)하는 도시고속화도로로
남부순환로의 상습적인 정체를 완화하고 부족한 서울 남부지역 동 ․ 서 간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 1단계 구간으로 금천구 시흥동(금천영업소) ~ 서초구 우면동(선암영업소)을 잇는 왕복 6~8차 연장
13.8km(전체 22.9km) 도로개설 공사를 2007년 착공해 2016년에 완공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디에서 진출입이 가능한가요?
✔ 소하IC(수원~광명), 소하JCT(서해안고속도로), 금천램프(시흥대로), 관악IC(신림로․관악로),
사당IC(과천대로), 선암램프(양재대로) 6개소에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차종이 이용 가능한가요?
✔ 자동차전용도로로서, 10톤 이상의 대형 화물트럭과 이륜차를 제외한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통행료는 얼마인가요?
✔ 통행료는 각 영업소별로 1,600원, 전 구간 통행 시에는 3,200원입니다 (일반승용차 기준)

※ 통행요금은 민자구간 금천영업소
(

~관악IC~사당IC~선암영업소)에만

적용되며, 거리요금이 아닌

민자구간 양 끝에 있는 금천영업소(시점)와 선암영업소(종점)를 통과할 때 각각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두 영업소를 모두 통과할 경우 통행료는 3,200원(1,600원X2)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단축되나요?
✔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시흥대교 서측 교차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재IC까지 60분 정도
소요되나, 이 도로가 개통되면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어 통행시간이 약 30분 정도
단축이 예상됩니다
18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도로계획과 02-2133-8073 / 807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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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도시 서울’의 상징이 될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를 조성합니다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

주요 생활권 중심지 중 기존 상권 및 문화 여건을 바탕으로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로 조성하여

시행  2016년 10월

지역보행문화 정착을 지원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나요?

종

변

전

• 자치구 공모에 따른 3개소 조성

• 시범지구 1개소 조성 ‧ 운영
보행거리
확
대

경

- 성동구 한양대 주변

- 연세로 보행전용지구

- 송파구 석촌호수로

✔ 보도 확장, 차도 축소 등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사람이 모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쉼터, 광장 등을 조성합니다

언제부터 이용가능 하나요?
✔ 2016년 10월 이후, 지역별로 사업 완료 시 보행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성북구 성북로

지역별 주요 사업현황
대상지역

규 모

조성 내용

 자세히 알아보아요

성동구

• 차로수 : 1~2차로

• 이면도로 전반에 보행우선거리 조성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란 무엇인가요?

한양대 주변

• 연 장 : 약 1,200m

• 교차로구간 보행광장 조성, 문화콘텐츠 상시 제공
• 도선동 여행자거리, 왕십리 광장 등과 연계

✔ 신촌 사례와 유사한 보행공간의 조성으로 안전하고 활력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별
보행문화 정착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세로 보행전용지구 운영사례

송파구

• 차로수 : 4차로

• 차로수 축소(4→3차로)

석촌호수길

• 연 장 : 610m

• 보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녹지 조성, 도로 경관조명 등 개선

성북구

• 차로수 : 6차로

• 차로수 축소(6→2차로)

성북로

• 연 장 : 850m

• 보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쉼터, 문화공간 마련, 역사문화지구와 연계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물총축제

달려라 피아노

※ 법적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

17조,

시행규칙 제5조 :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도로교통법 제6조 : 특정구간의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금지 및 제한 가능
도로교통법 제28조 :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보행자/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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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02-213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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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수가 적은 정류소에도 버스정보안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제는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WiFi(무료인터넷)가 터집니다

알뜰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시내버스 와이파이(WiFi) 설치

* BIT : Bus Information Terminal

기존 버스정보안내단말기(설치비용 15,000천원/대)보다 제작 및

∙∙∙∙∙∙∙∙∙∙∙∙

설치가격이 저렴한(5,000천원/대) 단말기를 신규 제작하여 노선수가 시행  2016년 11월
적은 정류소에 설치, 이용객의 버스정보 이용편의를 높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이용 승객의 편의제공 등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모바일 광고권
수익을 기반으로 한 시내버스 비예산 WiFi(무료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
시행  2016년 12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사업내용

• 운행노선이 4개 이하인 정류소는 경제성 및 효율성이 낮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버스표지판을 활용한 ‘알뜰 BIT’ 설치로 버스 승객의 정보이용 편의를 제고합니다

• 사업대상 : 서울시 시내버스 전 차량 (7,439대)
• 사업방식 : 모바일 광고권 수익권을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업 추진

사업내용
• 운행노선수가 4개 이하인 기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정류소에 표지판 일체형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 운영합니다

• 사업내용 : WiFi(무료인터넷),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 안심귀가서비스 : 교통약자의 버스 승하차 정보를 보호자에게 휴대전화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 총 700개소 (2016년 300개소, 2017년 400개소)

 자세히 알아보아요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 시내버스 WiFi(무료인터넷) 서비스는 비예산 사업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광고수익권을 보유하는

기존 단말기와 알뜰 BIT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신 무료인터넷 데이터(Data)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시 예산 투입없이 시민이 버스 내에서

✔ 독립형 BIT(독립지주형, 쉘터부착형)과 알뜰 BIT 비교

구 분

독립형 BIT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뜰 BIT

단말기 타입

• 4단/3단 12열, 4단/3단 6열

• 2단 6열, 3단 6열

표출 노선 수

• 노선수별 타입 적용 (5개 이상)

• 4개 노선 이하

설치사진 및 이미지

안심귀가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안심귀가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초등학생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 정보를 보호자에게 버스 내 설치된
비콘(beacon)을 통해서 승하차 정보가 보호자에게 전송서비스로 별도의 앱을 다운받고
연락받을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2016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12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계획입니다

For more Info!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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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버스정책과 02-2133-2297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버스정책과 02)2133-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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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관

26

자영업지원센터 개소

28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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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파수의식 재개

31

서울돈화문국악당 개관

32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34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개관

36

정조대왕 화성 능행차 재현

38

디지털혁신파크에서 디지털인재 양성과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관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디지털을 매개로 한 창의적 인재

∙∙∙∙∙∙∙∙∙∙∙∙
시행  2016년 10월

양성을 위해 ‘24시간 소통과 열린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감도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 (구, 개포 일본인학교)

• 규

모 : 대지면적 16,077.9㎡, 3개동(신관, 본관, 체육관) 6,178.85㎡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창조적 디지털 인재양성 및 아이디어와 솔루션 중심의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합니다
• 시민혜택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및 아이디어 개발, 창업공간 제공, 빅데이터나 모바일을
활용한 ICT 융합, 투자 및 해외진출 지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어떤 곳인가요?
✔ 학생, 스타트업 등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공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ICT기업지원센터로서
‘디지털 혁신의 24시간 열린 공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나요?
✔ 디지털 창조 교육, 빅데이터 활용 교육, 일반시민 대상 IT교양 강좌, 스타트업 육성·지원,
코워킹․네트워킹 프로그램, 테크숍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일반기업, 학생, 시민 등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For more Info!
문 의 처

26

| 서울시 디지털산업과 02-213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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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성장, 폐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자영업지원센터 개소
∙∙∙∙∙∙∙∙∙∙∙∙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이 ‘창업 준비부터 경영애로 해소,

시행  2016년 7월 19일

폐업, 재기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 자영업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종

전

변

기 관 명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 자영업지원센터

맞 춤 형
상담지원

• 4개 센터로 분산된 소상공인 지원

• 한곳에서 맞춤형 상담으로 최적 지원

구 분

- 정보 탐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지원과 정책

무분별한
창업방지

• 창업 초기에 지원 집중
- 상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골목
소상공인 과당경쟁 심화
- 사업경험 부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는 창업으로 높은 폐업률 초래

퇴로지원

• 폐업과 재기에 대한 지원 부족
- 가게에 고립되어 폐업 시기를 놓친
한계 소상공인 속출

경

- 소상공인 전문가의 개인별 상담지원

✔ 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과 ②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1 : 1 종합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세부 지원제도로 연결해 드립니다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기관 ․ 사업 연계

창업(사업자등록/사업장임차계약) 개시 전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밀착 종합지원
①창업 상담

②창업 교육

③현장 체험

④창업 컨설팅

⑤창업 자금

∙ 자영업 실태 정보,

∙ 온라인/오프라인

∙ 성공 자영업자와

∙ (창업前) 사업계획

∙ 창업 초기 소요자금

업종 ‧ 상권 분석,

• 창업 개시 전부터 폐업까지 종합지원

업종별 교육

1:1 멘토링

(최대 5천만원)

∙ (창업後) 사업점검

창업적성검사 등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골목상권분석

수립 지원
및 전략수립 지원

서비스’를 활용한 상권‧입지분석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컨설팅

소상공인

- 성공 자영업자와 1:1 현장 체험

지원사업

업체별 진단으로 ‘경영개선, 경쟁력강화, 폐업’ 등 상황별 맞춤 솔루션 지원
⑥자영업 클리닉

• 폐업지원 확대, 일자리 상담 지원

∙ 경영개선 컨설팅

-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소상공인 지원

(외부 전문가의 진단/처방)
∙ 성공사업장 벤치마킹

규모 ‘18년까지 확대

⑦자영업 협업화
∙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⑧사업 정리
∙ 경영상황 진단, 상담

계획 수립 및 소요자금 지원

∙ 폐업 절차 안내, 철거비용 지원

(공동시설/공동브랜드 사용 등)

∙ 진로상담, 취업지원 정책 안내

- 폐업 후 진로 및 일자리 상담 제공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방문위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자세히 알아보아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등 시민 누구나

(지하철 5 ․ 6호선 공덕역 3번 출구, 5호선 애오개역 1번 출구)
✔ 상담예약 : 전화 (1577-6119) 또는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
✔ 이용시간 : 평일 9:00 ~ 17:30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 이용 시 비용부담이 있나요?
✔ 자영업지원센터의 모든 상담,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등은 서울시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므로
이용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8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33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홈페이지

|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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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합니다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중단되었던 파수의식이 8년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

숭례문 파수의식 재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금 및 취·창업을 포함한 진로모색 등 다양한

∙∙∙∙∙∙∙∙∙∙∙∙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시 행  2016년 7월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사회진출 가능성을 높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내용

현재 덕수궁 대한문에서 재연되고 있는 왕군수문장 교대의식에 이어
숭례문에서도 수문장 교대의식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

∙∙∙∙∙∙∙∙∙∙∙∙
시행  2016년 7월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내용

• 청년실업률 상승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진로모색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참여활동 지원금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행사시간 : 2016 7월 중 ~ 계속(연중, 월요일 휴무)
• 주요내용 : 파수의식, 순라의식, 교대의식 퍼포먼스, 부대행사
- 파수의식 : 숭례문(도성문)을 여닫고 지키는 의식

 자세히 알아보아요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민등록 상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29세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총 3,000명)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순라의식 : 도성 주변을 순찰하며 살피는 의식

 자세히 알아보아요
언제 행사를 해나요?
✔ 월요일 휴무를 제외하고 연중 계속되는 행사로, 숭례문 파수의식은

✔ (지원금)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0:00~16:30까지 대한문~숭례문~남대문시장을 순찰하는

✔ (비금전)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취 ․ 창업 정보제공 등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순라의식은 16:10~16:40분까지 진행됩니다.
<파수의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당장 생활비를 버느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에
속하는 청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 1차 선정기준 : 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수(배우자 및 자녀) 등
- 2차 선정기준 : 지원신청서(사회활동 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순라의식>

무엇을 볼 수 있나요?
✔ 덕수궁을 지키는 왕궁수문장과 수문군, 취타대 등이 수문장 교대의식 후 숭례문으로 행진을
해 교대의식 후 복귀하는 “숭례문 순라” 의식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교대의식 퍼포먼스와
수문군과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For more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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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78

홈페이지

| 서울시 www.seoul.go.kr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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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맞은편에 국악 전문 공연장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서울돈화문국악당 개관
창덕궁 돈화문의 이름을 딴 국악 전문 공연장
‘서울돈화문국악당’이 창덕궁 일대의 전통문화 정체성 회복의

∙∙∙∙∙∙∙∙∙∙∙∙
시행  2016년 9월 1일

일환으로 2016년 9월 정식 개관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어떻게 찾아가나요?
✔ 지하철 이용 시  종로3가역(1, 3, 5호선) : 7번 출구로 나와서 창덕궁 방향 600m 지점
안국역(3호선) : 4번 출구로 나와서 창덕궁 방향 400m 지점

∙ 전통문화지역인 창덕궁 일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악 활성화를 위한 거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본래 주유소 부지였던 공간을 자연음향 기반의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킨 사업입니다

✔ 버스 이용 시

 간선 : 109, 151, 162, 171, 172, 272, 601 (대학로방향)
지선 : 7025 / 공항버스 : 6011 / 서울시티투어버스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02 (와룡동 12-2)

• 주요시설 : 공연장(140석), 국악마당(야외공연장), 스튜디오(연습실), 분장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 운

영 : (재)세종문화회관 민간위탁

공연일정
• 개관 전 공연축제 : 2016. 6. 9. ~ 2016. 7. 23.
• 개관식 및 개관축제 공연 : 2016. 9. 1. ~ 2016. 9. 10.
• 기획공연 : 2016. 10. ~ 2016. 11.

 자세히 알아보아요
국악당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 양식이 혼합된 공연장은 자연음향으로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과 야외공연을 위한 국악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객들이 연주자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 전통의 멋을 보다 가깝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개방시간 : 10:00 ~ 21:00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 티켓예매 : 서울돈화문국악당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전화예매 (1544-1555, 예매수수료 있음)

32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문화예술과 02-2133-2553 / 서울돈화문국악당 02-3210-7001~2

홈페이지

| 서울돈화문국악당 http://www.sdtt.or.kr

페이스북

| 서울돈화문국악당 www.facebook.com/sj.sd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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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로 어린이 ․ 청소년 예술교육으로 특화된 창작공간이 탄생합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어린이․청소년 누구나 예술적으로 놀고 성장하며,
양질의 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
시행  2016년 10월

서울 서남권에 2016년 하반기 개관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나요?
✔ 공공미술, 미디어, 다원예술, 목공, 생태 등 시각예술 기반 융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취지
∙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핀란드의 ‘아난딸로 아트센터’를 벤치마킹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김포가압장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 평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자유 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이, 주말에는 어린이 ․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 단위 및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및 예술교육가(Teaching Artist)가 아츠랩(Arts Lab)을

시설개요
• 위

통하여 연구 ․ 기획한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치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서서울호수공원’ 내

• 주요시설 : 시각예술 기반 교육스튜디오, 미디어실, 연구실, 다목적홀, 야외 수조 등
※ 유휴공간이었던 김포가압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도시재생 우수사례

• 운영주체 : 서울문화재단
• 운영방향 : 어린이 ․ 청소년의 예술놀이 아지트

✔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10~30명으로 구성되어 양질의 예술경험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이용시간 : 화요일 ~ 일요일 (월요일 휴관), 9:00 ~ 18:00
✔ 신청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에서 개별 프로그램 확인 후
인터넷 신청 (단체 및 개인 신청 가능)
✔ 참 가 비 : 무료 (일부 프로그램에 한하여 참가비가 있을 수 있음)

어떻게 찾아가나요?
✔ 지하철 이용 시  까치산역(2, 5호선) : 3번 출구에서 서서울호수방향으로 도보 20분
✔ 버스 이용 시

 간선 : 651, 652, 653, 662
지선 : 6625, 6627 / 공항버스 : 6014

 자세히 알아보아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주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며, 필요 시 중학생 및 가족, 동아리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2-758-2019 / 02-2697-0011

홈페이지

|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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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산 자락에서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느껴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개관
새로운 음악관 건립은 쾌적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제공과
음악학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다양한 양질의 공연활동으로

∙∙∙∙∙∙∙∙∙∙∙∙
시행  2016년 10월

시민소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과 학생들은 2016년 2학기부터 이 건물에서 수업을 받게 되며,

사업취지
∙ 음악학과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가 2014년 10월부터
19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교내 부근 배봉산에 새로운 ‘음악관’을 완공했습니다

10월 중순 음악관 개관식과 함께 기념콘서트가 열립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이용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시설개요
• 위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내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콘서트홀(300석), 교수연구실(10실), 레슨실(28실), 강의실(4실), 세미나실, 자료실 등
※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은 녹색건축 최우수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으로,
지열시스템 도입, 투수율이 높은 친환경 포장, 자연환기 유도,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친환경건축물로 건립되었습니다

• 운영방향 : 교육시설 외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프로그램 : 문화예술영화상영 (월 1회), 연주회(수시)
✔ 이용방법 : 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서 관람방법 참고(공연에 따라 다름)

어떻게 찾아가나요?
✔ 청량리역(1호선) 4번, 5번 출구
→ 롯데백화점 앞 정류장 버스 탑승 (2230, 3215, 3216, 410, 420, 3220, 720번)
→ 서울시립대 앞 하차 (3번째 정거장)
✔ 답십리역(5호선) 3번 출구 → 동대문 05번 마을버스 탑승 → 서울시립대 앞 하차
답십리역(5호선) 4번 출구 → 답십리 삼거리 정류장 버스 탑승 (2230, 3216번)
→ 서울시립대 앞 하차 (6번째 정거장)
✔ 회기역(1호선) 2번 출구 → 안내표지판(노면에 화살표시)을 따라 도보 15분

 자세히 알아보아요
콘서트홀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공연, 연주회 등을 할 수 있는 콘서트홀은 학생들의 교육공간일 뿐 아니라,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과 02-6490-2930

홈페이지

|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과 http://music.uos.ac.kr/

대관을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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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 능행차를 과거의 모습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 화성 능행차 재현
∙∙∙∙∙∙∙∙∙∙∙∙

정조대왕 능행차를 서울시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재현하여

성공적인 지역 간 상행협력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역사적 메시지가 시행  2016년 10월 8일
있는 품격이 있는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함께 누려보아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 행차구간의 주요 거점에서 의례나 관련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행사취지

의궤복원 프로그램

• ‘정조대왕 능행차’는 시민에게 전통적 가치에 대한 교육의 장 제공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서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행차내용

창덕궁
08:30

• 출발합니다(출궁의식)

• 능행차 3D 체험전

• 시장에게 고한다(상언, 격쟁의 장 재현)

• 능행차 소품 전시체험

• 혜경궁 수라잔치(능행차 음식재현 축제)

• 재현구간 : 창덕궁 → 시흥행궁 (20.6㎞)

출궁의식

기타 부대 프로그램

종로3가
⇨

• 배다리를 건너자

서울광장
⇨

08:50

이벤트

숭례문
⇨

09:25

노들섬
⇨

10:00

이벤트
12:30

⇨

노들나루
공원
14:00

시흥행궁
⇨

(가마, 의복, 도화서, 수라간)
• 조선시전 체험전 (상인체험전) 등

(개통식 행사, 각종 관련행사 등)

이벤트
18:00

어떻게 이용하나요?

• 주요시설 : 인원 1,230명, 말 160필, 배다리 300m (이촌지구 한강둔치~노들섬)

✔ 이용시간 : 2016년 10월 8일(토) 08:30~19:00

• 주요내용 : 의궤복원프로그램 (출궁, 배다리 등), 역사교육프로그램 등

✔ 관람방법 : 해당구간 행렬 통과 지점에서 관람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창 덕 궁 : 지하철 종로3가역(1,3,5호선) 6번 출구, 안국역(3호선) 3번 출구

❖

✔ 서울광장 : 지하철 시청역(1,2호선) 5번 출구
✔ 노 들 섬 : 버스 이용 시 ‘노들섬’ 정류소

창덕궁 출궁

숭례문 출성

배다리 건너기

- 간선 : 150, 151, 152, 500, 501, 504, 506, 507, 605, 750A, 750B, 751, N15 / 지선 : 6211
✔ 시흥행궁 : 버스 이용 시 ‘은행나무사거리’ 정류소
- 지선 : 5413, 5525, 5619 / 마을버스 : 금천01, 금천02

 자세히 알아보아요
정조대왕 능행차란 무엇인가요?
✔ 정조 19년(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기념 및 화성 축성을 시찰하기 위해 서울에서
수원까지 8일간 행렬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인원 1,779명, 말 778필, 교선 48척(교배선 36,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41

홈페이지

| 서울시 www.seoul.go.kr

위호선 12척)이 이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행렬 너비는 10~30m, 길이 약 1~1.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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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환경

창의놀이터 ‘꿈틀’(2단계)

42

한강드론공원 개장

44

길동생태공원 반딧불이 체험전시관 개관

46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운영

48

지방 폐교 활용 가족 자연체험시설 추가 조성

50

도심명소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52

천편일률적인 놀이터에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창의놀이터 ‘꿈틀’(2단계)
∙∙∙∙∙∙∙∙∙∙∙∙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과 상상력을 꿈틀꿈틀거리게 하는

시 행  2016년 10월

창의놀이터 ‘꿈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개소 문을 엽니다

‘꿈틀’은 어디에 가면 있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1단계 사업

구 분
대

상

• 창의놀이터 29개소 조성

2단계 사업
• 창의놀이터 20개소 추가 조성
(총 49개소)

사업기간

• 2014.6월 ~ 2015.10월

※

3단계

• 2015.7월 ~ 2016.10월

2016년 하반기 새롭게 조성되는 ‘꿈틀’ 놀이터
✔ 총 20개소(2단계) : 자치구 18개소(시비 50억원), 민간참여 2개소(민간단체 전액 부담)
자치구
성동
동대문

대상지 발굴 중

중랑
성북

 자세히 알아보아요

도봉

‘꿈틀’ 놀이터는 어떤 곳인가요?

노원

✔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창의와 모험공간으로 꾸며진 테마형 커뮤니티 놀이터로,
노후하고 낡은 놀이터를 새롭게 바꿔 조성하는 것이며, 놀이터별로 어린이와 마을활동가들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조성부터 관리, 운영까지 함께 협업합니다

서대문
강서
금천
관악

‘꿈틀’이라는 브랜드는 누가 만들었나요?
✔ 광고·홍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크리에이터즈 싱크단’ 재능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초
강동
구로

공 원 명
응봉근린공원
안골어린이공원
전곡마을마당
사랑어린이공원
우정의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창골어린이공원
갈월어린이공원
보은소공원
봉원소공원
나들이어린이공원
골말어린이공원
난우어린이공원
미림어린이공원
양재근린공원
안골어린이공원
샛별어린이공원
천사어린이공원
달님어린이공원
삼각어린이공원

조성 테마
숲속 동화마을 놀이터
뫼비우스의 띠
햇살 한바퀴 놀이마당
코끼리를 찾아라
오대양 육대륙을 넘어
다람쥐의 도토리 저장창고
숲속의 속삭임
점핑점핑! 나무보다 높게
뒤뚱뒤뚱 청둥오리집
올록볼록 산에서 뛰어넘기
오들오들! 도깨비숲 나들이
돌고래와 헤엄치기
커다란 큐브미로 통과하자
꿈틀꿈틀 울렁이는 파이프
뺨을 스치는 숲속 바람
우리동네 미끄럼틀이 제일 길어!
하늘을 나는 물고기
천사날개 달아봤니?
달님 바라보기
신호등과 친해지기

위

치

금호동2가 산2-1
장안동 402
전농동 199-56
면목5동 153-6
성북동 276-5
창2동 624-16
창1동 381
상계3·4동 70
홍은동 48-26
봉원동 52
가양동 1459-1
가산동 28-2
난곡동 652-160
대학동 254-256
양재동 311
내곡동 192-1
성내1동 566
천호2동 363-5
길동 405-21
구로5동 47

For more Info!

서초구 안골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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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미림어린이공원

문 의 처

|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2133-2037

모 바 일

| 스마트서울(앱) ‘창의놀이터 꿈틀’

홈페이지

| 서울형지도태깅 공유마당 ‘꿈틀’ http://map.seoul.go.kr/smgis/short.jsp?p=6LB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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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제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마음껏 날릴 수 있습니다

한강드론공원 개장
드론 이용수요에 맞춰 별도의 비행승인 절차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
시 행  2016년 6월

서울시가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을 운영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 : 무료
✔ 단체 : 100명 이상 독점 행사 시 유료

• 최근 취미용 드론*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드론 비행
제약이 많아 시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한강드론공원’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드론 :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어떻게 이용하나요?
✔ 개인 : 인터넷 사전예약 후 이용 당일 입구 안내소에서 예약사항 및 준수사항을 확인 후
이용합니다

사업내용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안전 ․ 보안요소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약 27,000㎡)를 한강드론공원을 지정하고, 12kg 이하 취미용 드론은 150m 미만의
상공에서도 별도 비행승인 절차 없이 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드론 마니아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드론공원 입구에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드론 이용법과 안전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단체 : 광나루 안내센터에 장소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이용합니다 (안내센터와 사전 협의)

※ 안전을 위해 드론을 날리고자 하는 이용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제합니다

어떻게 예약하나요?
✔ 신청기간 : 사용일 기준 1개월 전 ~ 이용 당일 (취소는 이용일 2일전까지)
✔ 이용인원 : 시간대별 최대 30명 예약
✔ 작성내용 : 이용자 성명, 연락처, 드론무게 및 모델명, 보험가입 여부 등
✔ 예약승인 : 선착순 선정

 자세히 알아보아요
드론 비행제한구역이 무엇인가요?
✔ 현재 강북지역 전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강남지역 대부분, 용산 미군기지,
김포공항 관제권 등이 주요 비행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찾아가나요?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선사로 83-66
✔ 지하철 이용 시  천호역(5,8호선) 1번 출구 천호대교 방면 500m
버스 이용 시

✔ 한강 대부분이 비행금지(제한)구역으로 무심코 날리면 법 규정을 어기게 되니 주의하세요

드론공원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3411, 3311, 3211, 340 (천호동공원 하차 600m) / 3312 (갑을아파트)
3312 (아산병원앞) / 340, 3411 (삼성광나루아파트)

승용차 이용 시  올림피대로 하일 IC 천호대교 지나 200m 지점

✔ 오전 08:00 ~ 오후 16:00 운영시간 중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12kg 이하 취미용 드론 이용 개인 및 단쳬(30명 이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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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3780-0752 광나루 안내센터 3780-0501

홈페이지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http://yeyak.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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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에서 반딧불이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길동생태공원 반딧불이 체험전시관 개관
청정지역에서만 자라는 반딧불이가 자연 서식하고 있는
길동생태공원 내에 반딧불이 체험전시관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
시 행  2016년 8월

생태관찰의 장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 길동생태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gildong)에서 사전예약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취지
•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길동생태공원의 특성화된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체험 전시관을 건립하고, 연중 다양한 전시와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생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

✔ 사전 예약을 못 하신 탐방객은 현장 방문 시, 당일 10:00~15:00 사이에 안내센터에 비치된
컴퓨터로 예약 또는 현장 접수대장에 등재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안내요원 상주)

※ 모바일 예약은 프로그램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예약할 때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실 경우라도 '개인별 예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자연생태 보존을 위하여 1일 최대 입장 인원은 400명으로 제한합니다 (총정원입장제 운영)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1 (길동생태공원 내)
• 규 모 : 지상1층 / 연면적 105.84㎡
• 구 조 : 경량철골구조 (외관은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통나무로 마감)

공원 입장시간 및 시간대별 입장 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 10:00 (30명), 11:00 (60명), 12:00 (30명), 13:00 (60명), 14:00 (30명), 15:00 (60명), 16:00 (30명)
시간대별로 회당 30~60명 이내로 운영합니다

어떻게 찾아가나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반딧불이 체험전시관은 어떤 곳인가요?
✔ 반딧불이 생활사(알, 유충, 번데기, 성충)가 전시되어 있고, 유충 단계별 모습과 성충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 무료입니다

전시관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For more Info!

✔ 운영시간 :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공원의 생물서식처보호 및 생물종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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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문 의 처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길동생태공원 02-472-2770 / 02-473-2770 / 02-489-2770

홈페이지

| 길동생태공원 http://parks.seoul.go.kr/gil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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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대여소가 450개소로 늘어나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운영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자전거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서울자전거 ‘따릉이’가

∙∙∙∙∙∙∙∙∙∙∙∙
시행  2016년 7월 20일

대여소 450개소, 자전거 5,600대로 늘어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구 분

어떻게 이용하나요?

전

변

경

운영지역

• 5대 권역
- 여의도, 상암, 신촌, 4대문안, 성수

• 5대 권역 + 동대문구, 용산구, 양천구

운영규모

• 대여소 150개소 / 자전거 2,000대

• 대여소 450개소 / 자전거 5,600대

이용요금

• 1일권 : 1,000원
- 기본 이용 1시간
- 초과 시 요금추가 : 30분당 1,000원

• 1일권 : 1,000원, 2,000원
- 기본 이용 1시간 요금제 : 1,000원
- 기본 이용 2시간 요금제 : 2,000원
- 요금제 상관없이, 시간 초과 시
요금 추가 : 30분당 1,000원

• 정기권 :
- 1주일
6개월
- 1시간

보험보장
내
용

3,000 ~ 30,000원
3,000원 / 1개월 5,000원
15,000원 / 1년 30,000원
이내 반납 후 재대여

• 공공자전거 종합 보험
- 본인 사망, 후유장해, 사고입원일당,
타인 배상책임(제3자 신체·재물 손해)
• 영조물 손해배상
-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한 본인 및 제3자 신체상해·재물손해

• 정기권 : 현행과 동일
• 공공자전거 종합 보험
- 현행 보장내용 + 치료비 보장 추가
※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 시에도
치료비 지원 (2016.9월부터)
• 영조물 손해배상 : 현행과 동일

✔ 따릉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회원가입 하신 후, 이용권을 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원치 않는 분들께서도 1일권 구매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여 후 1시간 이내(2시간 요금제의 경우 2시간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30분당 1천원)
✔ 반납 후 이용권 추가 구매 또는 횟수 제한 없이 이용권 유효기간 동안 재대여 가능합니다
※ 이용권 유효 기간은 처음 자전거를 대여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회원카드는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티머니(T-money) 카드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나 앱에서 ‘나의 공간 → 회원카드 등록’
페이지에서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 후불교통카드는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대여할 자전거 선택 → 후불교통카드 등록 항목 선택
→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단말기 홈 버튼 누르기 → 단말기에 후불교통카드 대기 → 등록 완료

자전거를 대여한 곳에만 반납해야 하나요?
✔ 자전거를 이용하신 후, 모든 대여소에서 반납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적립이란 무엇인가요?
✔ 1년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자전거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환승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15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은 회원가입 필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1시간 이내로 반납 필요)
48

✔ 적립된 환승 마일리지는 정기권 구매 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 100포인트(원) / 1일 최대 200포인트 / 연간 최대 15,000포인트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02-2133-2394 / 서울 공공자전거 상담센터 1599-0120

홈페이지

| 서울자전거 따릉이 www.bike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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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과 함평에도 가족자연캠핑장이 생깁니다

지방 폐교 활용 가족 자연체험시설 추가 조성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조성 ․ 운영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주5일 수업 등 달라진 교육환경여건에 맞추어

∙∙∙∙∙∙∙∙∙∙∙∙
시 행  2016년 8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학교 밖 자연체험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구 분
대

상

1단계 사업
• 폐교 활용 가족 자연체험시설 4개소
- 횡성 월현분교(‘13. 7월 개장)

2단계 사업
• 폐교 활용 가족 자연체험시설 6개소
• 기존시설 외에 신규조성 2개소

- 포천 사정분교(‘14. 7월 개장)

- 충남 서천분교(장선초교)

- 제천 송한분교(’15. 9월 개장)

- 전남 함평분교(성남초교)

- 철원 유곡분교(’16. 6월 개장)

※ 2016. 8 ~ 9월 개장 예정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도우미’ 앱으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 횡성 ․ 포천은 매월 10일부터, 제천 ․ 철원은 매월 15일부터 다음달 분에 대해 인터넷 사전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서천 ․ 함평 접수일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이용금액은 얼아인가요?
✔ 4인 가족 1박 2일 전기 사용 시 25,3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 입실

 자세히 알아보아요
지방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지방의 폐교를 활용, 캠핑시설을 갖춘 가족체험시설로 재조성해
가족과 함께 지방의 문화와 농 ․ 산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퇴실 다음날 11:00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텐트, 메트리스, 테이블, 화덕 등 기본용품은 무료 대여가 가능하고
전기(1kw), 숯 ․ 장작(판매) 등은 비치되어 있으나, 이외의 야영 필요 준비물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기

지원시설(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요?

13:00 ~

본 : 두툼한 옷, 침낭, 버너, 코펠 ․ 랜턴, 레저음식 등 준비

- 봄 ․ 가을 : 동계용 침낭, 전기요(서울보다 3~4도 낮음)

✔ 숲속체험, 바둑교실, 북카페 등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 야영데크, 텐트(20~25동), 취사장, 화장실(샤워실) 등 캠핑시설이 있습니다
✔ 배드민턴, 탁구장, 물놀이장 등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기는 언제인가요?
✔ 매년 3월에 캠핑장을 개장하여 11월까지 운영합니다 (동절기 휴장)
✔ 단, 2016년 하반기에 신규로 조성되는 캠핑장은 8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50

For more Info!
문 의 처

|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02-2133-3926

블 로 그

| 서울캠핑장 (캠핑장 이용 및 시설안내) : http://blog.naver.com/seoul_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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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하수도 악취가 사라집니다

도심명소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찾는 도심명소 내 하수도 악취를 없애고자

시 행  2016년 7월

악취 발생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개요
• 도로상의 빗물받이 및 하수 맨홀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악취 민원이 연간 3,500여 건으로, 도심
명소 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펌핑식 부패탱크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구 분

대 상

2016년 하반기

• 100개소 (5개 지역)

• 110개소 (5개 지역)

- 시청, 명동, 광화문, 동대문,

- 대학로, 북촌한옥마을, 서촌,

남대문 ․ 서울역

신촌 ․ 이대거리, 홍대거리

 자세히 알아보아요
악취저감장치란 무엇인가요?
✔ 정화조 오수 펌핑 시 악취가 발생하는 정화조 방류 수조에 공기를
주입하여 하수 악취를 저감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펌핑식 부패탱크 정화조 (지하층에 설치된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인입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 설치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단, 소유자는 운영관리비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구청에 설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구청에서 지원 대상지역에 우편으로 안내할 것이며

,

For more Info!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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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49

민원․행정

사업안내 시 신청서가 제공됩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54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시 요금 감면

55

시립 장사시설 화장사용료 변경

56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시설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고지’로 신청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시 요금 감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시설물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금지급 제도 운영을 통하여

∙∙∙∙∙∙∙∙∙∙∙∙
시행  2016년 8월 1월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내용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수도요금 1%를

시 행  2016년 7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구 분

•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시설물에 대한 시민 신고로

∙∙∙∙∙∙∙∙∙∙∙∙

2016년 7월부터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내

용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5만원/건)하는 사업입니다
• 운영자 준수사항

전

• 수도요금 납부방법 중 ‘수도요금

변

경

•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가 전자고지를

고지서를 전자고지(이메일)로 받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경우’ 수도요금 감면혜택

감면혜택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2. 시설물 운영은 본인과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자에게 대리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수도요금 납부방법 : 은행방문, 인터넷, 자동이체, ARS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법적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의 장소로 이전할 수 없음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

 자세히 알아보아요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감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상수도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홈페이지(응답소), 전화, 방문, 우편, FAX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물의 위치(주소), 위반사항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위반사항 확인 및 행정처분 후, 신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건당 5만원)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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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신청하나요?
✔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와 다산콜 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요금감면혜택 뿐만 아니라 고지서 분실로 인한 연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부족 시 부득이하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or more Info!
문 의 처

✔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병행 신청하면 감면혜택 없습니다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02-2133-8131

For more Info!
문 의 처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5

홈페이지

| 상수도사업본부 http://arisu.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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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립장사시설의 관내사용료 적용 요건은 강화되고 요금은 일부 인상됩니다

시립 장사시설 화장사용료 변경
* 시립 장사시설 : 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2005년 이후 10년 이상 동결되어 온 시립화장시설의
관내 사용료를 운영 원가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
시행  2016년 7월 14일

고려하여 요금 일부를 현실화합니다

연번

용

종

전

변

경

화장사용료 (만13세 이상 대인기준)

• 9만원

• 12만원

사용료 부과 시 서울시민 최소거주
기간 요건 신설

• 사망당시 서울시민

• 6개월 이상 서울에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 100만원

현역 군인 사망 시 사용료 감면

• 100만원

거주한 시민
• 40만원

• 50만원

※ 법적근거 :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자세히 알아보아요
관내 요금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

화장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예약 신청

예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약상황 확인 → 화장구분(일반, 개장)선택 → 고인 정보입력 →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실명인증 → 예약일시 선택 → 예약완료

For more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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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32 / 장사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577-4129

홈페이지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http://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

부 서

전화번호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73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단계) 실시

자치행정과

2133-5836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운영

보건의료정책과

2133-7525

청소년해양안전체험센터 개소

청소년담당관

2133-4123

5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개선

여성정책담당관

2133-5019

6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앱 개발

여성정책담당관

2133-5030

7

서울형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 신설

SH공사 주거복지처

3410-7251

8

고시원 및 숙박시설 활용 저렴주택 공급

주택정책과

2133-7026

9

소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상수도사업본부

3146-1413

4

내

사 업 명

1

3

 무엇이 달라지나요?

분야

10

복지/여성

강남순환로 개통

도로계획과

2133-8073

11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

보행자전거과

2133-2420

12

알뜰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버스정책과

2133-2297

13

시내버스 와이파이 설치

버스정책과

2133-2288

14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관

디지털산업과

2133-4810

15

자영업지원센터 개소

서울신용보증재단

2174-5653

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2133-6578

17

숭례문 파수의식 재개

역사문화재과

2133-2645

18

주택/교통

경제/문화

서울돈화문국악당 개관

문화예술과

2133-2553

19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문화정책과

2133-2541

20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개관

서울시립대 시설과
서울시립대 총무과

6490-6481
6490-6417

21

정조대왕 화성 능행차 재현

역사문화재과

2133-2641

22

창의놀이터 꿈틀(2단계)

공원녹지정책과

2133-2037

23

한강드론공원 개장

한강사업본부

3780-0752

24

길동생태공원 반딧불이 체험전시관 개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72-2770

25

녹지/환경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운영

보행자전거과

2133-2394

26

지방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추가 조성

교육정책담당관

2133-3926

27

도심명소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물재생시설과

2133-3849

28

보도상 영업시설물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보도환경개선과

2133-8131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시 요금 감면

상수도사업본부

3146-1185

시립 장사시설 화장사용료 변경

어르신복지과

2133-7432

29
30

민원/행정

57

201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작 성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정책기획관
이영기 기획담당관
안인숙 기획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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