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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서울생활

2017년 서울시 정책 66개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보고 서울을 알차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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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시는 맞벌이 부부 등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보육담당관 : 2133-5128

집중 확충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확 대

국공립어린이집 1,071개소(16.8%) 운영
※ 전체 서울시어린이집 6,368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1,371개소 운영
(300개소 증가, 21.5%)

자세히 알아보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은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 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입소대기 신청자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에서 입소대기신청을 하면 영유아보육

법령과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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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얼마나 증가하나요?
▶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확충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전국 평균비율이 7%이나 서울시에서는
30%까지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구현합니다.
▶ 연도별 확충 목표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확충 수

1,000개소

163개소

302개소

300개소

235개소

승인누계

1,954개소

1,117개소

1,419개소

1,719개소

1,954개소

▶ 더 나아가 2020년까지는 2명 중 1명의 어린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배치하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 또한, 열린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지역사회와도 활발히 소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보육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 등 부모님들이 영유아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전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견인할 것입니다.

Tip

홈페이지 : 서울시 홈페이지(woman.seoul.go.kr)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go.kr)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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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상향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2017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희망복지지원과 : 2133-7376
주택정책과 : 2133-7027
보건복지콜센터 : 129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생계

급여
수준

의료

●

●

●

●

●

●

439만원(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29%
(4인기준 1,273 천원)
1종, 2종

임차가구 : 실제임차료 지급
(최대19만원/1인기준)
주거
● 자가가구 : 주택상태에
따라 보수(경·중·대보수 실시)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생계 : 기준중위소득 30%
의료 :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 : 기준중위소득 43%
● 교육 : 기준중위소득 50%

●

●

교육

Tip

생계 : 기준중위소득 29%
의료 :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 : 기준중위소득 43%
● 교육 : 기준중위소득 50%

변 경

●

●
●

수업료, 학용품비
부양능력있음 : 5,286,611원
부양능력없음 : 4,222,533원
※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가구 기준임

●

●

447만원(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30%(4인기준 1,340천원,
전년과 동일소득 가구 약 7만원 급여 증대)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

●

현행과 동일

임차가구 : 실제임차료 지급
(최대20만원/1인기준)
● 자가가구 : 주택상태에 따라 보수
(경·중·대보수 실시)
●

●

●
●

현행과 동일
부양능력있음 : 5,593,160원
부양능력없음 : 4,467,380원
※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가구 기준임

홈페이지 : 복지포털(bokjiro.go.kr), 서울시홈페이지(welfare.seoul.go.kr), 마이홈포털(www.hb.go.kr),
국토교통부(molit.go.kr), 서울시교육청(sen.go.kr), 교육부(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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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아요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이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로 신청하시면,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단위 : 원)

4인가구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기준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기준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기준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중위소득 50%이하)

5인가구

6인가구

5,293,845 6,120,311
1,588,154 1,836,093
2,117,538 2,448,124
2,276,353 2,631,733
2,646,923 3,060,155

▶ 부양의무자 기준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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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 실현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급식시설의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조달체계 마련, 적정한 가격으로

시행일 : 2017년 3월
친환경급식담당관 : 2133-4147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여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 분
안전성
관리

종 전
●

유통비용

●

급식 질

●

품질기준

●

급식시설별 개별 구매로 안전성
미확보
5~7단계 유통비가 포함된
식재료비 부담
낮은 급식단가로 취약계층
급식 질 저하
공공급식시설 식재료 조달 기준 부재

변 경
●

●

●

●

3단계 안정성 관리로 건강한
식재료 공급
공적 조달체계 확립으로
유통비 절감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으로
급식 질 향상
공공급식 품질·조달기준 마련 및 준수

자세히 알아보아요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직거래 공적
조달체계를 확립하여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은
하나라는 도농상생의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 소재 공공급식시설은 특정한 자격 없이 공공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을 40% 이상 구매·사용하셔야 합니다.

▶

또한 급식시설이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공급식시설 소재
자치구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여야 합니다.

▶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2017년 상반기 1~2개 자치구, 하반기 4~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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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첫째, 친환경 식재료와 일반 식재료 간 차액을 지원하여 공공급식 시설에서의 급식 질을

향상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제고합니다.
※ 1인 1식당 어린이집·복지시설 250원, 지역아동센터 187원 지원
▶ 둘째, 식재료 배송비 지원으로 공공급식 시설에서는 유통비가 절감된 가격으로 식재료

구매·소비가 가능합니다.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구축·운영비 지원

산지
산지 기초
지자체
부담

공공급식
센터

서울시
부담

공공급식
시설

▶ 셋째, 공공급식 품질·조달기준 마련·준수하여 구매·소비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담보합니다.
▶ 넷째, 생산지와 소비지간 상호교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가,

생태감수성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가 가능해집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직거래 선순환 유통구조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을 통해 유통비 절감이 가능하고
또한 절감된 유통비를 생산자와 소비자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며,
친환경 식재료 구매비율 제고를 통해 영유아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

산지에서 생산된 식재료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비확대를 통해 도농상생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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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인생이모작지원과 :
2133-7805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변 경

공익활동 활동수당 월 20만원

●

공익활동 활동수당 월 22만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건강하고 활동능력 있는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공익활동 :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월 30시간을 활동하실 경우 월 22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노케어 : 독거어르신, 조손가정 어르신, 거동불편 어르신, 경증치매 어르신 등
취약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서비스 제공
▶시

장 형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 등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보조금 및 수익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 인력파견형 : 관리사무, 공공전문직,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생산제조,

단순노무 등 다양한 민간일자리 취업을 알선하며, 인건비는 수요처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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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 구청 어르신일자리 담당부서나 거주지 인근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참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 서명 후 제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리고, 활동수당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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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립니다.

시행일 : 2017년 4월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54

새롭게 시작해요
이용대상자 : 중증 시각 및 신장장애인 중 생계형 이용자
내

용 : 차량을 지원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일반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 중 보다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이용가능

자세히 알아보아요
바우처택시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복지카드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내 콜택시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

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택시이용요금의 60%와 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 2회, 월 20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용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1.9일부터 3.3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

하면 선정(3.10일)되신 분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장애인 복지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추가된), 바우처 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이용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외 복지관
프로그램 기관 확인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안마사자격증 사본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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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 선정되신 분에 한해 서울시내라면 어디든지 시간과 상관없이 택시를 이용하시고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추가된)로 결제하시면, 택시이용요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택시이용요금의 40%)만 출금됩니다.

어떻게 선정하나요?
▶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배점이 높은 2,000명을 우선 선정합니다.

평점
요소

배점기준
배점

장애등급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이용목적

30

25

필요성
(생활이동지원센터
월이용신청횟수)

소득수준
기타

25

5
15

기준

점수

1급

30

2급

20

3급

10

생계형(출퇴근용)

25

기타 복지관 및 학교 통학 등
이용 목적 증빙서류

15

40회 이상

25

30회 이상

20

20회 이상

15

10회 이상

10

10회 미만(또는 신규)

5

기초생활수급

5

차상위(120%)

5

위원회 점수

10

운영처 점수

5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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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가정 특성과 아동 발달 상황을 고려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줍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가족담당관 : 2133-5176
아이돌봄서비스 : 1577-2514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변 경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
만 3개월 ~ 만 24개월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
만 3개월 ~ 만 36개월

자세히 알아보아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1:1 보육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유형

이용대상

제공서비스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시간제 만 3개월 이상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등 ※ 단, 가사활동 제외
~
만 12세 이하
시간제 돌봄 서비스
아동
종합형
+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종일제

보육
교사형

24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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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시간당 6,500원
※ 소득에 따라 1,625원 ~
4,875원 차등 지원
시간당 8,450원
※ 소득에 따라 1,625원 ~
4,875원 차등 지원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월 130만원(200시간기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 소득에 따라 39만원 ~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91만원 차등 지원
제공 ※ 단, 가사활동 제외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별도의
보육교사형 돌보미 교육을 이수한 아이
돌보미가 월간 활동 계획에 따른 영아
표준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월 143만원(200시간기준)
※ 소득에 따라 39만원 ~
91만원 차등 지원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양육공백 발생 시 언제나 아동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의 경우 추가 비용 있음]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② 정부지원 여부 확인
③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④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회원 승인 요청
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⑥ 아이돌봄이용료 선납
⑦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단,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의 경우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
▶ 정부지원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등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Tip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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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

보람일자리 지원
은퇴한 서울시 중장년층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시행일 : 2017년 3월
인생이모작지원과 :
2133-7800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

변 경

장년층 일자리 500명 지원
월 427천원 지원

●
●

장년층 일자리 700명 지원(200명 증원)
월 459천원 지원(월 32천원 증액)

자세히 알아보아요
보람일자리란 무엇인가요?
▶ 50+세대(50~64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장년층(만 50세 이상)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50+컨설턴트, 50+모더레이터, 50+취업지원관,

어르신일자리코디네이터,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분야 등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장년층 선발, 직무교육 수료 후
▶ 활동비로 월 최대 459천원을 지급합니다.(활동조건 : 일 6시간, 월 57시간 이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서울 50플러스 포털(senior.seoul.go.kr) 또는 서부50플러스 캠퍼스 홈페이지

(50campus.or.kr/swc)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메일
(boram@seoul50plus.or.kr)로 제출합니다.
※ 필요시 관련 자격증 제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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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길안내 동행서비스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배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하철 탑승부터 하차뿐만 아니라
근방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One-stop 이동 서비스를 제공,

시행일 : 2017년 4월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54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

시각장애인 주요 이용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배치로 보다 안전한
지하철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도모

자세히 알아보아요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란 무엇인가요?
▶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많은 주요 지하철 역사 내(약 80개),
08~20시까지 지하철 탑승과 환승을 돕고 도착역에서 인근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안내인을 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계신 시각장애인은 누구나 각 지하철
대표번호(서울메트로 1577-1234, 서울도시철도 1577-5678)로 접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하철 탑승과 환승 안내, 그리고 도착역에서 목적지까지 동행을 통한 간단한 길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각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역과 주요 환승역 등 서울시가 지정하여 도우미가 배치된
역사에서(평일 08시~20시) 목적지까지 안내 가능하며, 그 외 역사는 기 시행중인 교통약자
안내서비스와 연계해 승무원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서의 승하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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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되고,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 유형 및 등급의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8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

변 경

주차표지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표지

●
●

변경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 주차가능표지

본인용

보호자용

자세히 알아보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란 무엇인가요?
▶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합니다.

언제 교체하나요?
▶ 집중교체기간은 2017.1.1일부터 2017.2.28일까지로 2개월간 진행되며,

2017.8월말까지(6개월) 홍보(계도)기간으로 교체 가능하고
기존표지와 병행사용도 가능합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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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교체하나요?
①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② 장애유형 및 등급,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 불가능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됩니다.
※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1.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되어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됩니다.
※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이 있나요?
▶ 2017.9.1일부터는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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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확대 시행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시행일 : 2017년 7월
건강증진과 : 2133-7582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 장기요양 진입의 억제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성북구

종전 : 18개구

●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용산구
양천구

확대 : 24개구

●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금천구

관악구

자세히 알아보아요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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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주변 사회와 어울려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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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건강력 및 신체사정, 만성질환 유무, 건강검진 확인 및 결과상담

▶

검진 결과에 따라 3개군으로 구분하여 관리(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역량지원군)

▶

고혈압, 당뇨, 허약노인 기능장애 예방 프로그램 수행

▶

환자 및 유소견자 발생시 보건소, 의료기관 연계 등 네트워크 활용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65세·70세 도래 어르신(필수), 65세 이상 어르신 및 빈곤위기가정(선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평일 09시~18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도래 어르신에게 방문간호사·복지플래너가 직접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방문간호사가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특별한 준비 서류는 없으나, 처음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이 필요합니다.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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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특별시 구현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
여성이 범죄 위협을 느낄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CCTV로 실제 위급상황을 확인하고 112로 신고하여 여성을

시행일 : 2017년 하반기
여성정책담당관 : 2133-5016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

종전

●

확대

4개 자치구
(성동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10개 자치구
(선정은 2017년 3월)
※2018년 전지역 확대

시민혜택
▶

안심귀가서비스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의 안전귀가를 지원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SOS 요청

▶

각종 여성 폭력 상황시 SOS 요청

자세히 알아보아요
안심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① 스마트폰을 이용 앱스토어에서 ‘안심이’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② 스마트폰으로 이용자 인증을 받습니다.
③ 환경설정(보호자, 정보이용동의, 자치구 선택 및 이용방식 등) 설정 후 이용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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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여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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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

안심귀가서비스 : 귀가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귀가 중 위급상황시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세 번 누르면 SOS 신고됩니다.
※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경우 비콘을 등록하고, 등록된 비콘에서 SOS 신호 전송가능

▶

각종 여성 폭력 상황시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세 번 누르면 SOS 신고됩니다.

1

단계

심야 귀갓길 등 위험 감지 시 스마트폰 앱 실행

2

단계

CCTV 관제센터 상황판에 위치 추적

3

단계

SOS 신호시 가입자 사진 정보 및 가장 가까운
CCTV 위치 추적 (관제센터 비상 돌입)

단계

관제센터, 긴급상황(휴대폰에서 자동 전송한
영상/음성 자료, CCTV 영상) 파악하고 112 신고
(경찰 신속 출동)

4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25개 자치구 어디나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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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음식점 한정 지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음식점 위생등급제 전국적 시행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운영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17.5.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17년 5월 19일
식품안전과 : 2133-471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043-719-2115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변 경

평가주체 : 서울특별시
평가기관 : 평가전문업체 선정
용역 수행
● 평가방법 : 자치구별 평가대상 업소
모집신청을 받아 신청업소에
대한 평가실시 후 등급부여
● 등급체계 : AAA(90점이상),
AA(80~89점),
A(70~79점)

평가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수행
● 평가방법 : 지자체별 평가대상 업소 모집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에 의뢰
하여 평가실시 후 등급부여
● 등급체계 : 매우우수 ★★★ (90점이상)
우수
★★☆ (80~89점)
양호
★☆☆ (70~79점)

●

●

●

●

자세히 알아보아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무엇인가요?
▶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하고,

그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위생등급 신청 대상은 누구 인가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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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①신청 ②평가의뢰 ③평가지시 ④평가수행 ⑤보고 ⑥평가결과통보 ⑦지정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업무위탁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②
평가의뢰
평가결과통보
⑦ ⑥

평가자 지정

결과보고
③
평가지시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평가자

보고
⑤

지정통보
신청
①

일반음식점

평가수행
④

위생등급 평가항목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평가분야
일반현황
(비평가)
위생등급
(평가)

평가영역

55개 평가지표

일반사항

업태, 인증종류, 홈페이지 개설 등

11개

객석/객실

시설 청결, 환기

5개

화장실

남녀구분, 화장지 비치, 손세척 용품 등

7개

조리장

시설/설비 청결상태, 식품보관상태

28개

개인위생, 건강검진, 위생교육 등

4개

종사자 위생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식중독 사전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Tip

홈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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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으로 알권리 확보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16.2.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추가되어, ’17.1.1일부터 추가된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식품안전과 : 2133-4719

4종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변 경

농산물(7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 수산물(9개)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

농산물(8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12개)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자세히 알아보아요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은 어디인가요?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소, 집단급식소입니다.

어떻게 표시하나요?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면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와 글자크기(30p→60p)가 확대되었습니다.
▶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당초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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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은 무엇인가요?
▶ 기존 표시대상품목 16종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20개 품목이 표시

대상 품목입니다.
▶ 표시대상 20개 품목은 음식점 내의 냉장고,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보관·진열중인

식재료도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쌀(밥, 죽, 누룽지)과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을 제외한 18개 품목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품목이더라도 조리용도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면 조리용도 또는 음식명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표시
●

처벌
●

과징금

미표시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
(최고 3억원 이하)
미표시 : 품목별 5만원~1,000만원까지
위반차수에 따라 차등적용
● 표시방법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5만원~1,000만원 이하)
● 영수증 미비치 : 20만원~80만원까지
위반차수에 따라 차등적용
●

과태료

●

위반업체
공표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Tip

●

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정보 제공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명, 주소,
위반내용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3개월 이내 이수(‘17.5.30.시행)

●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naqs.go.kr(업무소개-원산지관리-관련법령 및 고시))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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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인상됩니다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아동양육비를 인상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가족담당관 : 2133-5187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변 경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
1인당 10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자녀
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
1인당 150,000원/월
●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 만 13세 미만 아동
1인당 12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자녀 양육비
- 만 13세 미만 아동
1인당 170,000원/월
●

자세히 알아보아요
한부모가족이란 무엇인가요?
▶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한부모가족 만13세 미만 아동양육비 1인당 월 12만원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5만4천1백원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지원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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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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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진방재 종합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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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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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공항 공항버스(고급형) 요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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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DMB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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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사전안내제도

주요 시내도로 교통예보 서비스 확대
일기예보를 통해 미리 날씨에 따라 우산 등을 준비하는 것처럼
‘교통예보 서비스’가 서울시내 주요 시내 도로의 교통상황을

시행일 : 2017년 5월
교통정보과 : 2133-4954

사전에 확인해 도로의 정체를 피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확 대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 서비스(157km)

●

●

도심권 도로 등 서울 주요 시내 도로
(417km)의 혼잡구간과 시간대를
미리 알려주는 교통예보 서비스 시행

자세히 알아보아요
교통예보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교통예보 서비스는 일기예보와 같이 교통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일일, 주간 단위로
도로별/시간대별(15분, 1시간 단위) 통행속도, 통행시간을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출발 전 교통예보 서비스를 확인하시면 혼잡구간과 시간대를 피할 수 있으며,
일일/시간대별로 지역 간(예 : 도심 ↔ 강남) 통행시간도 예측하여 제공함으로써
약속에 늦지 않도록 출발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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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

교통예보 서비스는 서울 교통정보홈페이지(topis.seoul.go.kr), 서울 교통포털 앱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

특히, 모든 교통예보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통해서
민간에 개방하며,

▶

이를 통해 네비게이션 업체, 포털, 개인개발자가 만든 교통정보 앱 등에서도
교통예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 서비스 화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출발 전 교통예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혼잡한 도로와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일기예보를 보고 나들이 계획을 짜듯 교통예보를 미리 보고 출발하시면 한결 편안한
통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Tip

홈페이지 : 서울교통정보 (topis.seoul.go.kr)

서울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
안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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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및 주행 등 안전사고 예방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강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전용차로 내에서 일반 차량 주행 및 주·정차 등
불법행위를 무인 CCTV 및 인력(차량)을 통해 단속합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자전거정책과(자전거 전용차로):
2133-2762
교통지도과(과태료 부과):
2133-4969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 분

종 전
●

자전거
전용차로
단속 방법

무인 CCTV
설치 구간
자전거
전용차로 내
과태료 부과
금액

●

●

변 경

불법 주·정차 5분
초과 차량 대상 단속

국제금융로 등
6개 지점

●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 40,000원
- 승합차 : 50,000원

●

자전거전용차로 진입시 즉시 단속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2
- 다만, 택시 승객 승하차시 단속유예
(승객 승하차 즉시 자전거전용차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의대로 등 8개 지점
(엘지 여의도 에클라크,
NH투자증권 앞 신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일괄 부과
- 승용차 : 50,000원
- 승합차 : 60,000원
- 이륜자동차 : 40,000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전거전용차로란?
▶

차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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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

CCTV 설치 지역은 모든 진입차량의 번호를 자동인식한 지 1분이 경과한 후 단속합니다.

▶

CCTV 미설치 지역은 인력(차량)으로 통행 위반 즉시 단속합니다.

단속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07:00~22:00 (평일·휴일)
단속장소는 어디인가요? 자전거전용차로 39개 노선 52.9㎞입니다.
무인 CCTV 설치지역은 어디인가요?
① 롯데캐슬 아이비 ② 영등포구 공작아파트앞 ③ 신송빌딩 ④ 한국교직원공제회관
⑤ 롯데캐슬 엠파이어 ⑥ 샛강역 1번출구 ⑦ NH투자증권빌딩(신규)
⑧ 엘지 여의도 에클라트(신규)

무인 CCTV 설치지역

안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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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별시 서울’ 구현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대책 강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의 가속화, 지진 대비·대응책 강화 및 전문
연구 등 지진방재 종합 대책 강화로 ‘지진에 강한 안전도시 서울’을

시행일 : 2017년 상반기
상황대응과 : 2133-8529

실현하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 분

종 전

변 경

공공시설물 연차적
내진보강 추진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지진가속도 ● 14개소 설치완료
● 개별관리
계측기
●

시설물
내진보강

대시민
정보 제공
지진대피소
전문인력
구성·운영

●
●

●

웹페이지 활용
텍스트 위주로 제공

지하철, 도로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물 우선적 내진보강 추진
● 민간건축물까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시행
● 지진가속도계측기 추가 설치
● 서울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
●

535개소 지정

●

지진업무 담당자
● 전국단위의 지진업무 추진
●

서울시에 특화된 ‘서울 안전앱’ 안내
동영상·리플릿 등 다양한 컨텐츠 마련
자치구별 분산·확대 지정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관리 강화

지진 전문관 채용
전문연구를 통한 맞춤형 정책개발
● 국제포럼 개최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
●

자세히 알아보아요
지진안전성 표시제란 무엇인가요?
▶

내진설계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방법을 통하여 지진
안전성을 인증받는 제도로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2017년도에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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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예시

지진가속도계측기란 무엇인가요?
▶

지진에 따른 시설물의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

2017년도에는 설치를 확대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지진대비·대응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안전앱이란 무엇인가요?
▶

시민에게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폰 앱입니다.
텍스트 중심의 시민행동요령을 동영상·웹툰으로 제작
재난 유형을 연령·성별·장소 등을 고려하는 맞춤형 분류
● 주변의 재난대비시설 정보를 안내
(지진대피소, 수용시설, 침수취약지역, 제설함 등)
●
●

우리동네 지진대피소는 어디에 있나요?

서울안전앱

▶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도에는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지정하고,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진정책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

지진전문관을 채용하여 지진정책을 전담하고,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 맞춤형 지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진전문가를 서울시 자문단으로 구성·활용하고, ‘서울 국제안전포럼’을 통한
외국 선진 정책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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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전역 확대
공공자전거 설치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이용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겠습니다.

시행일 : 2017년 상반기
자전거정책과 : 2133-2752

무엇이 달라졌나요?
●

●

종전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성동구,
광진구(450개 대여소 : 5,600대)
변경
서울시 전지역 (25개 자치구) :
910개 대여소, 20,000대 운영

자세히 알아보아요
누가 이용하나요? 만 13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365일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서울자전거 홈페이지(bikeseoul.com)에서 회원가입과 이용권을 구매하고
카드등록(T-머니카드나 후불교통카드) 후 따릉이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됩니다. 카드없이 따릉이 앱에서 대여소와 거치대를 선택하여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이용 후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하면 됩니다.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

요금제는 정기권(1년 3만원, 6개월 15천원, 1개월 5천원, 1주일 3천원)과
1일권(1시간제 1천원, 2시간제 2천원)이 있습니다.

대여소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요?
▶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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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장, 상가, 은행, 학교, 업무지구 등에 있습니다.
서울자전거 ‘따릉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서울자전거 따릉이 (bike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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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공항 공항버스(고급형) 요금인하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인천공항 공항버스(고급형)
요금을 1,000원 인하하고, ‘직계가족 3명 이상 이용 시 미성년자

시행일 : 2017년 1월 20일
버스정책과 2133-2268

1명 무료’ 가족할인제도를 확대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공항버스요금
(서울~인천공항)

가족할인제도

변 경

일반형 : 9,000
~10,000원
● 고급형 : 15,000원
~16,000원
●

●

서울공항리무진(주)
7개 노선 시행

●
●

●

일반형 : 9,000원~10,000원
고급형 : 14,000원~15,000원
※ KAL리무진(주)에서 운행하는
공항버스 제외
서울~인천공항 공항버스 전체로 확대

자세히 알아보아요
요금인하 및 가족할인제도는 어떤 노선에 적용되나요?
▶ 요금인하는 서울~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중 고급형 공항버스의 이용요금이

1,000원 인하됩니다.
※ 단, KAL리무진(주)에서 운영하는 서울~인천공항 고급형 공항버스 6개 노선은 제외
▶ 가족할인제도는 서울~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모든 공항버스에 적용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요금인하는 교통카드나 매표소(무인발권기 포함)에서 승차권을 구매 후 이용하셔야

인하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이용 시에는 현행 요금이 적용됩니다.
▶ 가족할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직계가족 3명 이상 이용 시 1명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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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시 재난방송 수신으로 시민보호

서울시 DMB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전쟁, 재난 및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터널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서도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DMB (이동 멀티미

시행일 : 2017년 10월
도로시설과 : 2133-1679

디어 방송) 중계설비를 설치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

서울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터널을 각종 재난발생시 대피시설로 활용하면 효과가
크므로 남산1호터널 등 12개소에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DMB 중계설비를 설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관련근거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7.3(재방송설비) 설치지침(2016. 8.12., 국토부)
※ 연장 500m 이상(위험등급 3등급 이상) 터널은 DMB 중계설비 설치

사업규모 : 터널 12개소에 DMB 중계설비 설치
▶

남산 1호, 남산 2호, 남산 3호, 위례, 북악, 구기, 호암2, 상도, 금화, 홍지문, 정릉, 구룡

시민혜택
▶
▶

터널 내에서 평상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방송서비스를 제공
전쟁, 재난 및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재난방송국(KBS)을 통해 재난방송을
수신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

자세히 알아보아요
DMB 중계설비란 무엇인가요?
▶

전시 등 재난 발생 시 터널을 시민 대피시설로 활용하여 터널 내에서
DMB(이동 멀티미디어 방송)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DMB로 KBS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면 채널 변경 없이 재난방송을 자동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DMB로 다른 채널(MBC 등)을 시청하고 있을 경우 KBS 채널로 변경하여야만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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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활동 보장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은둔형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의

시행일 : 2017년 7월
청년정책담당관 2133-6588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여 다양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대상연령 : 만 19세 ~ 29세
소득기준 : 없음
● 의무프로그램 : 없음
● 대 상 자 : 3,000명

변 경
대상연령 : 만 19세 ~ 34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 의무프로그램 : 있음
● 대 상 자 : 5,500명

●

●

●

●

자세히 알아보아요
청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구직활동에 취약한 계층(저소득층, 장기 미취업자 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당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재학생, 휴학생 제외)
※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자격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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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별도 시스템 구축중)
▶ 신청시기 : 2017. 4월
▶ 필요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②건강보험납부확인서(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1부 추가) ③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④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⑤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어떻게 선정하나요?
▶ 1차 정량적 평가와 2차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

●

정량적 평가 : 가구소득(50%, 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50%, 고용보험),
부양가족수(가산점 최대 12%)
정성적 평가 : 사업취지와 부합 여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취·창업, 역량강화, 진로모색을 위한 응시료, 학원수강료, 교재비 등의 직접비와
▶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간접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획일화된 프로그램, 직업훈련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스스로 주체적으로

활동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경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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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

서울형 생활임금 인상
최저임금제와 별개로 서울 소재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합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노동정책담당관 : 2133-5416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변 경

생활임금 시급 7,145원/
월급 1,493,305원
- 기준 : 기본급+식비+교통비
●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

생활임금 시급 8,197원/
월급 1,713,173원
- 기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월급 1,352,230원

●

●

자세히 알아보아요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액은 얼마인가요?
▶ 시급 8,197원/ 월급 1,713,173원입니다.

생활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3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의 표준가구 지출규모를 결정하고, 이 지출규모를 충당하기 위

한 소득을 생활임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산정합니다.
※ 생활임금 산정기준 지표

기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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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천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액

통계청

주택전월세 실거래 자료(평균주거비)

서울시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청

서울시 물가상승률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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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채용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
▶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근로자(예산 100% 지원사업에 한함)
▶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근로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17.1.1일부터 변경된 생활임금(시급 8,197원)이 적용되며, 자치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는 자치구별 생활임금액(자치구별 상이)이 적용됩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생활임금 지급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근로자의 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특약 추가

서울시 생활임금제는 모든 기업체가 적용받게 되나요?
▶ 서울시 생활임금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 조례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 향후 생활임금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민단체와 캠페인 전개, MOU 체결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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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험 및 직업역량강화 기회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
일자리 경험 및 직업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로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일자리정책담당관 : 2133-5468

진입을 지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변 경

참 여 자 : 2,000여명
사 업 수 : 78개
● 예
산 : 251억원

참 여 자 : 5,500여명
사 업 수 : 290여개
● 예
산 : 679억원

●

●

●

●

자세히 알아보아요
뉴딜일자리란 무엇인가요?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참여자에게는 일자리 경험 및 직업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로 진입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부사업 나이제한 없음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 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단, 6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⑨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54

| 2017 달라지는 서울생활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공공일자리(시급 8,200원, 일 근로시간 4~8시간)를 제공하며 취·창업 활동

(취업알선 및 상담, 자격증 취득 지원, 협동조합 설립 지원, 직무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내역

유형

육성 목표 직업군

Ⅰ. 경제
(62개사업)

1. 경영지원 전문가 2. 서울형산업 전문기능인
3. 홍보마케팅 전문가 4. 강소기업취업지원
5. 신직업/창업 지원

Ⅱ. 문화
(61개사업)

1. 관광 스토리텔러 2. 도서관 운영관리
3. 문화공간운영 기획자 4. 문화행사 플래너
5. 뮤지엄 큐레이터 6. 생활문화공간(마을) 디자이너
7. 시민문화예술가

Ⅲ. 복지
(57개사업)

1. 마을복지 전문가 2. 보육 코디네이터
3. 어르신활동지원 및 돌봄 전문가 4. 장애인 활동지원 전문가
5. 주거복지 퍼실리에이터

Ⅳ. 환경안전
(64개사업)

1. 도시안전관리사 2. 생태환경관리사
3. 에너지업사이클링 전문가 4. 지역건강관리사/코디네이터

Ⅴ. 교육혁신
(49개사업)

1. 공공데이터구축 활용전문가 2. 권익보호상담사
3. 시민참여 코디네이터 4. 지역혁신/도시재생 코디네이터
5. 청소년교육코치 6. 평생학습 전문강사

언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17일 모집공고에 따라 1.23일부터 2.10일까지 접수를 받고, 3.2일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사업별로 시작일이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울시 홈페이지(job.seoul.go.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사업별 해당 접수처에

지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뉴딜일자리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사업별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경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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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방문 무료컨설팅 서비스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서울지역 4인 이하 고용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법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노동정책담당관 : 2133-5429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

공인노무사 25명으로 구성된 마을노무사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여
노무관리 정상화 지원 및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 예방

핵심내용
▶
▶

지원 대상 : 25개 자치구 관내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주
지원 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계산법 등 기초 노무관리 컨설팅

시민혜택
▶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난해한 노무관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노무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음

자세히 알아보아요
마을노무사란 무엇인가요?
▶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잘 몰라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공인노무사’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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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점포면적 300㎡ 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17 달라지는 서울생활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상반기에는 ‘2주간 집중컨설팅’, 하반기에는 ‘컨설팅 사후관리’를 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급여대장 제공, 임금계산방법 제시 등)

▶

컨설팅 연간 지원 프로그램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집중 컨설팅

컨설팅 사후관리

신청일로부터 2주간 실시

컨설팅 완료일부터 6개월 후 실시

2회 방문

1회 방문

노무현황 진단·개선방안 제시

노무관리 애로사항 청취 및 자문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컨설팅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를 구비한 뒤
② 서울시 또는 자영업지원센터에 방문·우편·팩스·E-mail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Tel. 2133-5429 Fax. 2133-0709 E-mail. nodong@seoul,go,kr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7층
Tel. 1577-6119 Fax. 3278-8120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컨설팅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울시에 문의하면 제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규모 사업장에서 준비)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정상화 및 취약노동자의 근로조건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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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
최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서울
경제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2일
소상공인정책과 : 2133-5550
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
1577-6119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긴급자영업자금
지원대상

경영안전자금
취급은행

변 경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
모가족 가장을 3개
월 이상 고용하고 있
는 기업
●

●

우리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족 가장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반기 대비 매출액
이 이전 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
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

●

우리, 신한, KB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SC제일, 산업

자세히 알아보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무엇인가요?
▶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자금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

해당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각각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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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한 지원 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시정소식/고시공고의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나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seoulshinbo.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업종 :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2017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별첨1>의 융자지원 제한업종 참고)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중소기업육성기금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2.0~2.5%,

▶ 시중은행협력자금
●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년(3,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 2017.1.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 지점)
융자 상담·신청

자금추천심사 및 추천통지

융자(대출)

신청자 →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 (신한 KB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SC제일, 산업은행)

※ 다만, 대출 취급은행(8개) 확대시행 시기는 은행별 협약체결 및 전산개발 등으로 인해
1월중순 이후 본격적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Tip

홈페이지 : 서울신용보증재단(seoulshinbo.co.kr)
경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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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의 야시장에서 푸드트럭을 만나요

서울 푸드트럭 활성화
서울시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허용장소를 기존
8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푸드트럭 창업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 2017년 2월
식품안전과(푸드트럭) : 2133-4712
소상공인지원과(밤도깨비야시장) :
2133-5537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분

종 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개소)

① 유원시설 ② 관광지 ③ 체육시설
영업장소 ④ 도시공원 ⑤ 하천 ⑥ 대학교
확대
⑦ 고속국도 졸음쉼터 ⑧ 공용재산

●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하천, 공원 내)

- 장소 : 여의도, 청계광장, DDP,
푸드트럭
목동운동장
집합지역
- 운영방법 : 고정장소 영업

확대운영

변 경
●
●

식품위생 시행규칙(8개소, 기존)
서울시 조례(5개소 추가)

① 문화시설 ② 관광특구 내 시설
③ 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④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장소
⑤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

밤도깨비 야시장 확대 운영

- 장소(기존) : 여의도, 청계광장, DDP
- 장소(추가) : 반포한강공원, 혁신파크
- 운 영 방 법 : 참여상인 순환제 실시
●

자치구 푸드트럭 거리 조성(도로 내)

- 자치구별 특색있는 푸드트럭 거리조성

기존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추가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신규 영업신고

영업신고
(영업신고증 2개로 영업)
변경
- 수수료 발생

●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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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교육 신설

-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사용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이 가능
(영업신고증 1개로 2개 장소 이상
영업 가능)
- 수수료 없음
●

푸드트럭 창업 심화교육 운영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내 창업교육
프로그램 신설

- 푸드트럭 성공사업자 특강 개설 및
실습과정 강화

- 2일간 진행(창업절차, 메뉴개발,
푸드트럭 사업자와의 만남,
홍보방법 등 맞춤형 교육)

※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은 2017. 1월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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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영업가능 장소(13개소)의 시설관리 주체(서울시, 자치구 등)가 모집공고를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발합니다.
▶ 선발된 운영자는 계약체결과 자동차 구조변경 등을 거쳐 자치구 위생과에 신고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모집공고

계약체결

자동차
구조변경

시설관리 주체

시설관리 주체
+ 주체

자동차정비공장
+ 교통안전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건강진단

영업 신고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외식업중앙회 /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보건소 /
병원 / 의원

소재지 관할
자치구(위생과)

푸드트럭 집합존이 확대되나요?
▶ 작년에 실시했던 여의도 물빛광장, DDP, 청계광장, 목동운동장 중 시민 접근성이

낮았던 목동운동장만 제외하고, 2017년에는 반포한강공원과 혁신파크가 추가되어
5개 장소에 조성됩니다.
▶ 또한 서초구를 시작으로 2~3개 자치구에 푸드트럭 거리가 시범 조성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밤도깨비 야시장 참여자 모집
●
●

모집시기 : 2017년 1월~2월
선정심사 : 1차(서류)→2차(현장 품평회)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
●

운영기간 : 2017년 3월~10월
운영요일 : 매주 금요일, 토요일

창업교육비가 있나요?
▶ 자영업지원센터의 상담, 교육, 컨설팅 등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시민 부담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은 자영업지원센터(seoulsbdc.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Tip

창업아카데미(홈페이지 하단)→수강신청→창업아카데미(집합교육)→푸드트럭창업아카데미 신청

푸드트럭 창업교육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seoulsbdc.or.kr)
푸드트럭 모집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 뉴스·공고 → 푸드트럭
경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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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회진입을 지원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일 : 2017년 2월 1일
청년정책담당관 : 2133-6588
상담전화 : 6358-0607

사회참여 기회와 자율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심리적 위축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정감 도모

핵심내용
▶ 취업준비 과정 지원(취업정보, 자기소개서, 이력서, 면접 등)
▶ 지역별 청년모임, 청년정책 정보제공, 공간 등 지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청년활력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의 공백을 메워, 사회 진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의 사회진입을 위한 활동 현황
사회활동가

프리랜서

창업

인턴십

개인시험공부

공익사회활동

지원정책의 공백

봉사활동

그룹스터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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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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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학습

직무관련

컴퓨터

학원수강

취업성공 패키지

일학습병행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공백
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청년특화프로그램과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이 있습니다.

청년특화프로그램
사회적 권리(노동, 주거, 재정 등) 교육
욕구발견·심리안정·인문교육
●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커리어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
●

기타
지역내 자조모임 및 스터디 등을
위한 공간
● 취업에 필수적인 영어·자격증
시험 응시 할인 바우처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취업준비생, 니트청년* 등 서울시 거주 청년 모두 가능합니다.

* 니트청년(Not in Educatoion, Employment or Training) : 취업 및 교육이나
훈련상태에 있지 않은 젊은 청년 계층

어떻게 이용하나요?
▶ 청년활동지원센터로 방문, 전화(6358-0607)하시거나 홈페이지(sygc.kr)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서울시는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 ‘서울형 청년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6.7.27일

개관한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정을
지원합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 개소식

청년 ‘자기알기’ 행사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은평구 통일로 684, 21동 2층
▶ 지하철 이용시 : 3,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도보 7분

Tip

홈페이지 : 청년활동지원센터(sygc.kr)
경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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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청년예술단 지원

66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BIT 설치

67

예비군훈련장 서바이벌 프로그램 운영

68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지속 추진

70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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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서울청년예술단 지원
자본이나 기회가 부족하여 전문 예술인으로 자립하지 못한
예술인 단체에 활동비 지원으로 청년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시행일 : 2017년 3월 1일
문화예술과 : 2133-2557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 예술 활동 경력이 적은 젊은 예술인에게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

핵심내용
▶ 35세 이하 예술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50여개 예술단체를 선정, ‘서울청년예술단’으로

지정하고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

시민혜택
① 분야별 서울청년예술단 창작품(공연·전시 등) 향유
② 서울시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하여 청년예술인들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공연 제공

자세히 알아보아요
서울청년예술단이란 무엇인가요?
▶

‘서울청년예술단’은 35세 이하 청년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서울청년예술단 50여개 선정
② 서울청년예술단 창작활동 지원
③ 서울시 행사 및 축제에 협업
④ 분야별 전문가와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술인(2017년 기준 1983년~1998년 출생)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구성 예 : 기획, 연출, 배우, 작가, 홍보담당 등

어떻게 이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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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홈페이지(seoul.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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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도착 대기시간 안내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시티투어버스 주요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버스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3일
관광사업과 : 2133-2774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 이용객들이 교통체증 등으로 늦게 도착하는 시티투어버스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핵심내용
▶ LCD 화면에 한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버스운행 정보’와 ‘서울관광 정보’까지 표출

자세히 알아보아요
버스정보단말기(Bus Information Terminal)란 무엇인가요?
▶ 버스의 운행정보가 LCD화면에 표시되어 운행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설치 전

설치 후

어디에 설치되나요?
▶ 우선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이 많은 광화문, 서래마을, 강남역, 세종문화회관, 명동,

청계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롯데월드, 서울숲, 남산골한옥마을,
LG 광화문사옥 앞(서울역사박물관), 이태원의 12개 주요 정류소에 설치됩니다.

문화

|

67

첨단훈련장이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새단장

예비군훈련장 서바이벌 프로그램 운영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공간에서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예비군훈련장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시행일 : 2017년 3월 1일
체육진흥과 : 2133-2747

운영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금곡예비군훈련장

운영시기 : 4월(1회), 5월(2회), 6월(1회), 10월(1회), 11월(1회)
시민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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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도심에서 마땅히 즐길 곳이 없었던
시민들에게 손쉽게 서바이벌 체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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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아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비를 착용하고 활동이 가능한 중학생 이상의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은 마일즈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영상모의사격 체험, 안보교육 등으로 구성되고

▶

마일즈 서바이벌은 레이저가 나오는 소총과 센서가 부착된 전투 장구를 착용하고
게임을 즐기는 형태이며,

▶

영상 모의 사격 체험에서는 서울 도심 거리나 지하철역 내부 등이 실제와 같게 묘사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침투한 적과 전투를 벌이는 가상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참가자 명단, 상해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 등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운영 일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학생 단체의 경우 차량, 보험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곳 :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금곡예비군훈련장

▶

버 스 이용시 : 1-4, 23, 30, 93, 168, 1200-1

경의중앙선

양정동 주민센터

금곡 예비군훈련장

북부
간선
도로

용마아파트

도로
속화
시고
간도
-호평
수석

남양주시청
2청사

이패 IC
양정역

Tip

홈페이지 : 서울시체육회 (seoulsports.or.kr)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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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화장실 개선으로 학생들의 정서적·신체적 발달 도모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지속 추진
학생·학부모·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교육정책담당관 : 2133-3930

학교 화장실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감성적이고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변 경

획일적 디자인
단순 시설 개선
● 만들어주는 화장실

개성, 꿈, 감성이 있는 화장실
학생들의 건강까지 고려
● 함께 만들어가는 화장실

●

●

●

●

총 440개교 개선
- 전면 129개교
- 부분 131개교
- 양변기 개선 180개교
● 양치대 설치 101개교

800개교 개선(360개교 추가)
- 전면 199개교(70개교 추가)
- 부분 176개교(45개교 추가)
- 양변기 개선 425개교(245개교 추가)
● 양치대 설치 201개교(100개교 추가)

●

●

자세히 알아보아요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함께 만드는 화장실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공간을 구상하여
일상의 쉼터로 조성합니다.

현장조사
사례조사
학교 화장실 실태파악 내가 원하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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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상
화장실 공간 구상

디자인 결정
디자인 최종 확인

도면 확정
화장실 내부 구성

사업대상 학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신청

수합

현장 조사

접수

대상 학교
심
사

최종 선정
통
보

각 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학교 화장실 변기 불편사항 완전 해결

서양식 변기 비율이 60% 미만인 학교는 80% 이상으로 개선(245개교 완료)
변기당 학생수가 15명 이상인 학교는 화장실 보수 연도에 관계없이 보수 추진
● 학생 수 많은 학교는 변기 추가 설치
● 여성변기 비율 확대 및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공간 설계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여학생 변기 증설 (남녀 1.3 :1 → 1:1)
●
●

오류남초 개선 전

오류남초 개선 후

▶ 양치대(세면대) 설치로 구강건강과 공중위생 강화

화장실 외에 복도나 빈 교실 등 유휴공간에 양치대(세면대) 설치
기존 양치대(세면대)·청소시설(걸레빨이대) 환경개선 병행
● 시민건강국, 보건소와 협업으로 양치·손씻기 필요성 및 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및 감염병 예방
●
●

※ 수인성 감염병 50~70%는 ‘손씻기’만으로 예방가능(질병관리본부 ’15.7.2.)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화장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기여합니다.
▶ 천편일률적인 화장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합니다.
▶ 양치대 설치 후 양치 실천율이 대폭 상승합니다. (36.6% → 60.1%)
▶ 학교폭력 감소 등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Tip

블로그 blog.naver.com/dreamtogether_seoul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reamtogether_seoul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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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환경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시행

74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폐지

75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76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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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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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가구 하수도사용료가 20% 감면됩니다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상대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20% 감면을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물재생계획과 : 2133-3816~8

시행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 2017~2019년 하수도 사용료 매년 10% 인상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 경감

핵심내용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료의 20% 감면(상한액 없음)

자세히 알아보아요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17.1.1일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해드립니다.
▶ 다만,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초 점검(검침)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16.12.15일부터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

출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과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의 고객번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감면이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는 월 10m³의

하수도사용료가 면제된 후,
이를 초과한 사용량의 20%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중복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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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2011년 이전에 발급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교체하세요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폐지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폐지됩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기후변화대응과 : 2133-3611~4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

변 경

자동차세 5% 할인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

자동차세 할인 폐지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은 유지
※ 2011년 이전 전자태그 발급자는
3.31일까지 재발급을 받아야
감면혜택 유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승용차요일제란 무엇인가요?
▶ 시민이 스스로

요일중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선진 시민교통문화 실천운동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터카 포함)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인혜택이 폐지되나요?
▶ 2017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폐지됩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1항(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전자태그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 2011년 이전에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5년이 경과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는 시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 등에 방문하여 새로운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됩니다.
▶ 2011년 이전 전자태그 부착차량은 갱신을 하셔야만 ‘주차요금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기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2011년에 전자태그를 발급받은 시민은 2017.03.31일까지 새로운 전자태그를 꼭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Tip

홈페이지 : 승용차요일제(no-drining.seoul.go.kr)
녹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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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25개구 종량제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1.1일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이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생활환경과 : 2133-3734

인상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 :
20ℓ기준 440원

변 경
●

※ 400원 : 영등포구
※ 490원 :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

●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 :
2ℓ기준 140원
※ 130원 : 양천구
※ 160원 :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190원 :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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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 :
20ℓ기준 490원
- 2017. 1.1일 : 종로구 등 18개구
- 2017. 5.1일 : 영등포구
- 2017. 7.1일 : 서대문구, 구로구
- 2018.10.1일 : 강서구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 :
2ℓ기준 190원
- 2017. 1.1일 : 종로구 등 13개구
※ 용산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 송파구는 200원으로 인상

- 2017. 2.1일 : 서초구(200원)
- 2017. 5.1일 : 영등포구
- 2017. 7.1일 : 구로구
※ 서대문구는 200원으로 인상
- 2018.10.1일 : 강서구

멧돼지의 도심진입 차단시설 설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야생동물의 도심 진입 차단시설 및 멧돼지 포획틀 설치로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인명 및 재산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자연생태과 : 2133-2151

피해 등을 예방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분

종 전
●

시설
지원
범위

변 경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도 지원(추가)
단, 관련기준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변경없음

자세히 알아보아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하는 시설(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나,

▶

서울과 같은 대도심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보다 최근 빈번하게 출몰하는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이 필요하여 멧돼지 차단펜스, 포획틀 등을 국비 지원
(국비 50%, 시비 50%) 받아 서울시(해당 자치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멧돼지 도심 출몰이 빈번한 북한산 인접 6개 자치구에 차단시설(펜스), 포획틀 등을
설치하여 대도심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녹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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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3단계) 실시

80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82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84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실시

86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발급

8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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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복지와 마을공동체 지원 거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3단계) 실시
동주민센터가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의 공간에서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탈바꿈됩니다.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자치행정과 : 2133-5836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변 경

2단계 : 18개구 283개 동주민센터
시행

●

3단계 : 24개구 342개
동주민센터 시행(80%)
- 59개 동주민센터 신규 시행

자세히 알아보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란 무엇인가요?
▶ 주민과 행정의 접점인 동주민센터를 기존의 민원처리 중심의 공간이 아닌,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가 실현되는 마을공동체 조성의 거점으로 새로이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

●

80

복지·건강 : 복지·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주민 신청을 받아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능전환됩니다.
마을공동체 :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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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복지플래너’(사회복지담당공무원)와 ‘방문간호사’가 ① 65세 도래 어르신 ② 빈곤위기

가정 ③ 출산가정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복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상담전문관’이 생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숨어있는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동주민센터 전 직원이 ‘우리동네 주무관’이 되어 통·반장 등과 함께 전담 구역을 수시로

다니면서 ‘주민생활 살피미’로 활동하고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모아 연계해 드립니다.
▶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계획단 구성 및 마을

계획 수립·실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동주민센터의 공간개선을 통해 주민공유공간(주민 사랑방, 카페, 극장 등)을 확대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 주민 누구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건강·마을 분야의 전문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빈곤위기가정·65세 어르신 가정·출산가정은 사전 동의 후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행하나요?
▶ 전 동 : 20개구(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일부 동 : 4개구

Tip

●

중구 :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

중랑 : 면목본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

●

서초 : 방배2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

송파 : 풍납1동, 마천2동, 석촌동, 장지동

홈페이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human.welfare.seoul.kr)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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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수도 요금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세요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상수도요금 납부가 기존의 은행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 2017년 1월
수도요금 납기일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3146-1185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

변 경

자동이체는 은행계좌로만 가능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불가

●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 가능

자세히 알아보아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2016. 12.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16년 12월 납기분부터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규 : 자동납부일(23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신청분 당월에 반영

●

해지 : 자동납부일(23일)로부터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분 당월에 반영
※ 영업일 09시~22시까지 실시간 신청 및 해지 가능합니다.(토, 일, 공휴일 신청 불가)

자동납부 대상과 자동납부일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납부 대상은 정기분 수도요금(수시분, 체납분 제외)입니다.

▶

자동납부일은 해당 납기월 23일(토·일요일, 공휴일은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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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KB국민, BC, KEB하나, 시티, 롯데, 현대, 신한, 삼성, NH농협, 수협, 광주, 제주, 전북 등
13종의 카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의 카드(법인카드 제외)로 신청합니다.
●

메뉴 : 나의 ETAX ＞ 자동이체 관리 ＞ 자동이체 신청(카드)

②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메뉴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자동납부(카드) 신규/해지

※ 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신청으로 제한하였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향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법 확대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이 있나요?
▶

일시불(할부 불가) 및 납부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1회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다른 방법(가상계좌)으로 납부가능합니다.

▶

계좌 자동이체 이용자는 해지 후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회 연속 자동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 해지됨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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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지문을 이용한 신분확인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시민에게 좀 더 편리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17.1.1일부터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자치행정과 : 2133-5825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

●

●

변 경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시
신분증명서로만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별도
알림서비스 없음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시
거주불명자로 등록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5종)

●

●

●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 추가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본인이 신청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하여 거주불명등록 대상에서 제외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
(5종→10종) 확대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 개정

자세히 알아보아요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은 어떻게 바뀌나요?
▶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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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24(minwon.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로 새로 추가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하여 상담 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 행(5종)

개 정(추가 5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확인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보호시설에 입주하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취업·신용도 등에

불이익을 받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이 간소화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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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불법행위 신고시 5만원을 드립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안전의식을 확산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시행일 : 2017년 1월 28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3706-1521

보호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핵심내용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

시민혜택
▶

신고 1건당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 지급

▶

2회 신고부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 지급

자세히 알아보아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무엇인가요?
▶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소방시설 불량사항 등)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화 펌프, 화재수신반, 경종 등의 전원 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등의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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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건물은 어떤 것인가요?
▶

서울시 행정구역 내 건물에 한하며,

▶

신고 대상이 되는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대상(세부내용 조례 참조)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복합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 복합건축물은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에 한함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신고대상물의 관할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지 1호), 증빙서류(사진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포상물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최초 신고 시에는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권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원에 상당하는 소화기 세트(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가 지급됩니다.

▶

1인(동일한 주소지 포함) 포상 한도는 월 20만원, 연 200만원 이내입니다.

▶

제출한 신고서 상의 주소로 배송되며, 신고하신 소방서에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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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회원카드 통합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발급
공공시설에서 발급되는 여러 개의 회원카드를 모바일앱에서
통합 관리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도

시행일 : 2017년 하반기
자치행정과 : 2133-5846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서울시민카드’를 발급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

각 공공시설에서 발급하는 회원카드를 하나의 카드에 통합하는 모바일앱을 구축,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서울시 발행
플라스틱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개념도

주요기능
▶

도서관, 박물관,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이용시 회원카드로 활용

▶

개설강좌, 운영시간, 이용내역 등 공공시설 이용 정보 제공

▶

회원가입비 납부(세종문화회관, 역사박물관 등 가입비 납부시설 대상)

▶

빅데이터(Big-data) 분석을 통한 시민의 행정수요 발굴

시민혜택
▶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하나로 회원 인증 등 여러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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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떤 공공시설이 통합되나요?
▶

연차별로 시립시설 위주로 추진 후 구립시설까지 확대합니다.

2017년 시립시설(29개소) : 서울도서관, 세종문화회관, 역사박물관, 삼청각, 시립교향악단,
				
시립미술관, 잠실수영장, 잠실피트니스클럽, 잠실실내골프연습장,
				
청소년수련관(17개소), 녹색장난감도서관, 서울상상나라,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2018년 구립시설(391개소) :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장난감대여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

공공시설의 공지사항, 운영 프로그램 및 시간 등 검색기능을 제공합니다.

▶

개별 이용 정보에 필수적인 사항(수강종료, 재등록 기간 등)을 모바일 푸시*로
실시간 안내해 드립니다.
* 모바일 푸시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서버(server)가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민카드앱에서 이용을 원하는 시설의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설별 회원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서울도서관 회원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 서울시민, 서울소재 직장인·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또는 앱스토어)에서 서울시민카드앱을 다운받은 후,
회원으로 가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공공시설 회원이 될 수 없나요?
▶

현재와 같이 기존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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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플러스 세대의 종합교육 지원

50플러스 캠퍼스 개관·운영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일자리·창업 지원,

시행일 : 2017년 2월(중부), 10월(남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2133-7798
50플러스재단 : 734-8331
서부50플러스캠퍼스 : 372-5050
중부50플러스캠퍼스 : 2214-5050

사회참여 지원 및 여가와 일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를 추가 개관·운영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

종전 : 1개소 개관·운영

도봉구

- 1호점, 서부50플러스 캠퍼스 개관·운영(2016. 5. 2)

노원구

강북구

1호점

은평구

성북구

마포구

2호점

서대문구

강서구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

3호점

확대 : 2개소 추가 개관, 총 3개소 운영

- 2호점, 중부50플러스 캠퍼스 개관·운영 (2017. 2월)

양천구

강동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
송파구

동작구

구로구

강남구
서초구

금천구

- 3호점, 남부50플러스 캠퍼스 개관·운영 (2017. 10월)

관악구

자세히 알아보아요
50플러스 캠퍼스 개관·운영 현황은?
캠퍼스명

위 치

서부
은평구 통일로 684
50플러스
(서울혁신파크내 8동)
캠퍼스

규 모

개관일

홈페이지

연면적 : 3,956㎡
2016. 5. 2 50plus.or.kr/swc
(지하 1층, 지상 4층)

중부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연면적 : 4,509㎡
2017. 2월
50plus.or.kr/scc
50플러스
(舊 산업인력공단 별관) (지하 1층, 지상 4층) (예정)
캠퍼스
오류동 156-193외 2
남부
50플러스 (오류동 천왕 2지구
캠퍼스 사회시설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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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5,714,㎡
2017. 10월
(지하 3층, 지상 4층) (예정)

연락처
372-5050

2214-5050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중장년층 (50~54세 주 대상, 프로그램과 수강인원에 따라
다른 연령대도 수강 가능)입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

50플러스 세대 인생 2막 준비 교육지원 (인생학교 등 인생재설계학부,
50플러스 여행기획학교 등 커리어모색학부, 요리교실 등 일상기술학부 등)

▶

50플러스 세대 일자리·창업 지원 (50플러스 세대와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일자리와 업종을 발굴·연계 추진, 창업·창직 지원, 보람 일자리사업 추진 등)

▶

50플러스 세대만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맞춤형 학습설계, 생애설계 7대 영역
<일·재무·사회공헌·관계·가족·여가 등> 상담·컨설팅)

▶

50플러스 당사자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등 커뮤니티플러스,
협업하는 사무공간 공유사무실 제공, 발표대회 기회 제공 등)

어떻게 이용하나?
▶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50플러스 재단, 50플러스 캠퍼스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거나

▶

개관·운영 중인 50플러스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과정 수강료 또는 시설 이용료 : 무료 또는 5천원~15만원

▶

이용시간 : 월~금, 09시~19시 / 토, 09~17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합니다.

▶

50플러스 세대의 역량을 활용, 50플러스 세대와 사회 모두의 공유가치를 위한
공헌형 일거리·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합니다.

Tip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50플러스포털 (50plus.seoul.go.kr)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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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 치료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개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를 증축, 개원하여
아동의 장애유형과 발달단계 및 특성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시행일 : 2017년 5월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진료부 :
570-8107

전문적,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변 경

발달장애 아동 치료를 위해

●

●

- 정신건강의학과 중심
- 8개 치료영역(행동수정·인지학습·
언어·작업감각 통합·음악·미술·
놀이·임상심리)들이 각 치료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및
치료를 독립적으로 운영

●

●

●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통합적
치료 강화 : 진료과간 및 치료영역간 협업 강화
치료 대기 해소를 위하여 치료인력
(30명→40명)과 치료실(25실→31실) 확대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신설
소아연하재활치료클리닉, 특수체육클리닉 등
신규 재활치료 프로그램 도입

자세히 알아보아요
삼성발달센터란 어떤 곳인가요?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진료 및 치료, 부모와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정서적 지원,
지역사회 연계 및 서울시 유관기관 지원, 관련 연구수행 및 치료인력 양성 등의 활동을
하는 의료시설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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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협진 진료 및 연령별 통합 - 집중치료 프로그램, ABA 기반 문제행동치료, 상황별
부모교육, 가족 지원, 특수학교 연계 프로그램, 저소득층 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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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

진료예약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예약은
방문 또는 전화(570-8171, 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지하철 이용시 :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

버 스 이용시 : 140, 407, 440, 462, 9404, 9408, 1500, 1500-3, 500-2, 6800

신분당선 매헌역
양재시민의 숲
새말
내곡동주민센터

양재IC

내곡IC
힐스테이트
서초젠트리스

도로
고속
경부

시립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Tip

발달장애아동의 치료 예후에 가장 중요한 조기 집중 치료를 확대하고, 문제행동치료
강화, 치료 대기 단축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발달센터 (childhosp.seoul.go.kr/rehabilitation/development-center)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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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예인의 창업 공간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운영
여성공예인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시행일 : 2017년 2월
여성정책담당관 :
2133-5013,5052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공릉동 622)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5,723.57㎡)

핵심내용
① 여성공예인들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② 서울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공예체험장 운영

북부여성창업플라자 : 장인들의 특별한 공동체
●

제작, 전시 및 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점포형 창업공간
- 1층의 모든 방향에서 시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 제고

●

상상력을 북돋우는 특별한 공간을 체험하는 창의성 발전소
- 특별한 공간을 일상에서 체험함으로써 창의적 상상력을 북돋우는 공간
- 공예체험장, 야외전시공원, 공예마켓(골목시장) 등

●

걷는 것이 더 즐거운 건강한 공간
- 다목적 강당을 매개로 각 층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연계
- 1층~3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을 시민과 여성공예인 소통의 장으로 이용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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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도

자세히 알아보아요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어떤 곳인가요?
▶ 여성창업 지원시설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 특유의

감성과 손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공예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창작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시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공예창업실 대여는 주소지가 서울인 공예분야 여성(예비)창업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 체험장 및 체험프로그램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입주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지원 및 자원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은 체험, 교육 등 생활창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공릉동 622, 舊 북부지청)
▶ 지하철 이용시 : 6호선 및 7호선 태릉입구역(5번출구)

공릉역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서울북부
지방법원(구)
노원사회적
경제지원센터

7호선 태릉입구역
7

프레스미어스
엠코아파트

서울여대

6
6호선 태릉입구역
먹골역

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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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휴게공간

농아인 쉼터 설치·운영
장애 특성상 일반복지시설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
어르신을 위한 휴게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아인 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시행일 : 2017년 3월(노원),
5월(도봉)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61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

수화통역센터 내 쉼터운영으로 농아 어르신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후 삶의 질 향상

쉼터위치
▶

노원구 쉼터 : 노원구 상계로 23길 17(舊 상계2동 주민센터 2층)

▶

도봉구 쉼터 : 도봉구 마들로 13길 153 옥산빌딩 401호

핵심내용
▶

농아 어르신들에게 수화보급 및 휴게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등 제공으로 소외받는
농아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

자세히 알아보아요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수화보급 교육, 체육 활동, 정보화,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농아인입니다.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평일 09시~18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

100

현재 노원구와 도봉구에 농아 어르신 쉼터가 설치되어 이용하실 수 있고 연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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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낡은 고가를 시민 보행길로 새단장

서울로 7017(seoullo 7017) 개장
1970년부터 46년간 자동차길로 역할을 했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오는 4월 걷고 싶은 길 ‘서울로 7017’로 다시 태어납니다.

시행일 : 2017년 4월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2133-8686~8

무엇이 달라졌나요?
위

치 : 중구 남창동 43~만리동 1가 2

규

모 : 폭 10.3m, 연장 1,024m
구 분

종 전(서울역 고가도로)

변 경(서울로 7017)
●

보행로 및 편의시설 등으로
시민이 쉬고 거닐 수 있는 휴식공간

기 능

●

차량을 위한 교통과 물류 기능

안전성

●

노후로 인한 안전성 미흡

서울역 주변

●

단절과 고립으로 지역 낙후

●

연결과 통합으로 지역재생

주변도로
연계

●

차량 위주의 도로공간

●

보행자 위주의 도로공간 재편

관련사진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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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보강을 통한 보행교량 안전성
확보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떤 시설이 있나요?
▶

보행길 위에는 50과 228종 2만 4천여 그루의 꽃과 나무가 배치되고, 벤치, 인형극장,
도서관과 꽃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됩니다.

벤치화분

인형극장

정원관리 도서관

전망카페 및 꽃집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계절별 : 플라워 페스티벌(봄), 거리예술(여름), 워킹데이(가을), 미디어아트(겨울)
축제가 열립니다.

▶

요일별 : 산책(월), 꽃/정원(화·수·목), 불금파티(금), 여행장터(토), 장터(일)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절
축제

마켓

공연

행사명

운영시기

운영장소

개장행사(봄축제)

4월, 5월

서울로 일대

여름축제

7월

서울로 일대

가을축제

10월

겨울축제

12월

별별시장

4월~10월

구분

행사명

운영시기

낭독책공연

4월~10월

인형극장

여행자파티

4월~12월

여행자카페

서울로 일대

여행토크콘서트

4월~12월

여행자카페

서울로 일대

김기찬사진전

9월

문화역서울284

만리광장

서울로 상품전

5월, 10월

서울로 일대

고가의 사계

4월, 5월,
10월

서울로 일대

서울사람 드로잉전

6월, 10월

서울로 일대

공연

운영장소

여행자마켓

4월~10월

만리광장

농부시장

4월~10월

만리광장

댄스클래스

4월~10월

만리광장

서울로 영화상영회

6월

서울로 일대

불금파티

4월~10월

만리광장

호러영화제

7월

서울로 일대

도시樂 디저트

4월~10월

장미/목련무대

국악콘서트

4월~10월

장미/목련무대

인형극제

5월

인형극장

인형워크숍

4월~10월

인형극장

전시
상영

상설
프로
그램

함께 걷는 서울로

4월~12월

서울로 일대

수목원탐방

4월~12월

서울로 일대

놀이체험

4월~10월

서울로 일대

※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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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는 주변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으로 서울역 광장, 중림동 광장, 퇴계로, 중림로,
청파로 등으로 연결되며, 주변 빌딩 2개소(호텔 마누, 대우재단빌딩)와도 연결하여
남대문시장, 한양도성, 남산, 약현성당, 손기정 공원까지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서울로는 안전한가요?
▶

서울로 전 구간에 추락방지 난간 및 비상 벨, 비상전화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실을 두어 24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철저한 보수·보강으로 지진에도
안전한 교량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서울로 7017’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

‘서울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길’, ‘서울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이며 ‘7017’은
서울역 고가가 탄생한 1970년과 보행길로 재탄생한 2017년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

로고는 웃는 얼굴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형 디자인과 걷고 있는 발 모양을 적용하였습니다.
한글형

영문형

영문형

중문형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서울로는 옛 고가도로를 재생하여 도심 속 꽃과 나무가 풍성하고 걷기 좋은 보행길로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낙후된 서울역 일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생·활성화되고 침체된 남대문 시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Tip

홈페이지 : 서울로 (seoullp7017.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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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맞춤형 보행거리

멋진 보행거리 조성
지역별 대표보행거리 조성을 통해 휴게·문화공간 제공은 물론,

시행일 : 2017년 상반기
보행정책과 : 2133-2418

긍정적 보행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시범지구 1개소
- 연세로보행
전용지구

●

확 대
●

자치구 공모에 따른 3개소

- 성북구 성북로 한신한진아파트~신한은행(600m)
- 성동구 한양대 주변 도로(왕십리역 6번 출구~한양대 병원)
- 송파구 석촌호수길(석촌호수 서호 남측)

시민혜택
▶

우선, 보행공간이 넓어져 누구나 걷기 쉽고, 편리해집니다.

●

▶

보행과 동시에 휴식과 문화가 있는 매력있는 공간이 조성됩니다.

●

▶

차량 소통이 원활한 곳은 차도 폭을 줄이는 만큼 보도를 넓히고, 보도 위의 장애물들은
최소화합니다.
보도에 쉼터, 벤치 등 다양한 휴게공간이 생기고, 넓어진 보행로에서는 문화공연도
펼쳐집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가 조성됩니다.

●

차량 과속방지 시설들이 생기고 신호체계도 보행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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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도시 서울 보행환경 개선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보도상 적치물 등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퇴계로(남대문~명동)가
보도폭과 지장물을 정비, 조업 공간 조성, 횡단보도 신설 등으로

시행일 : 2017년 4월
보행정책과 : 2133-2437

걷기 편하고 찾기 쉬운 가로로 개선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위

치 : 회현역~퇴계로2가 (남산예장자락 입구)

규

모 : 왕복 6~12차로, 연장 1.1㎞

고가접속부(남대문시장) : 회현역 5번 출입구~회현역 7번 출입구(연장 250m)
▶ 일반구간(명동) : 회현역 7번 출입구~퇴계로 2가(연장 850m)
▶

종 전
●

106

유효 보도폭 미확보로 통행 불편
- 보도상 지장물(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등) 산재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기능 상실
- 조업차량 및 관광버스, 이륜차
등으로 인한 불법 주차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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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차로 조정
- 서울역→회현사거리 차로수 축소
※ 6~8차로 → 5~7차로

●

보행 공간 조성
- 교차로 횡단보도(회현역 1번 출구)
확대 및 보도 포장 시행
- 가로등주 개량 및 보도 가로수 식재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상인활동 지원용 조업정차구간
조성으로 남대문시장의 지역특성 고려

자세히 알아보아요

사업전 남대문시장 구간 통행불편

사업후 남대문시장 구간 보행환경 개선

남대문시장 4번 게이트 주변 조업정차공간 조성

신세계백화점 앞 2열식재

퇴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새롭게 정비된 퇴계로는 서울로 7017과 연결되어 남대문시장, 명동 관광특구,
남산, 중림동, 청파동 등 서울시내 명소 곳곳을 도보로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퇴계로가 걷기 편리해지면 내외국 관광객 증가 및 도보를 이용한 쇼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걷기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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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성북·동대문을 잇는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역을 연결하는

개통일 : 2017년 7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772-7161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우이동~정릉~성신여대역(4호선)~보문역(6호선)~신설동역(1, 2호선)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우이 ~ 신설 경전철 개통구간
외대앞
돌곶이
상월곡

쌍문동

덕성여대
쌍문
수유

미아

L07
L04

L01 L02

L05

한신대

차량기지
우이동

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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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2

4호선환승
성신여대

6호선환승
보문역

L09
한성대

국민대

연장 11.4km

108

1,2호선환승
신설동역

안암

L11

L06
L08

제기

고려대
길음

덕성여대

L03

청량리

월곡

미아삼거리

동대문구청

회기

경희대

L13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떻게 운행되나요?
▶

운행 열차는 18편성으로 2량 1편성 운행합니다.

▶

열차의 최고속도는 70km/h, 편성당 승객 정원은 174명(좌석 48, 입석 126)입니다.

▶

첨두시간대(07~09시, 18~20시) 2분 30초, 평시에는 5~1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시간 단축효과는 얼마인가요?
▶

강북구 우이동에서 출발하여 신설동역까지 기존 교통 이용 시 50분 정도 소요되었으나,
경전철로 이용 시에는 20분대로 30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환승은 어떻게 하나요?
▶

총 3개역으로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보문역(6호선), 신설동역(1, 2호선)에서 환승
가능합니다.

완전 무인운전으로 열차가 운행되나요?
▶

열차자동운전 열차보호(ATO-ATP), 본선 내 대피로, CCTV, 스피커 등 안전시스템이
보강되어 무인운전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개통 즉시 완전 무인운전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안전운행요원이 열차를 탑승후
열차 운행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완전 무인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체계를 크게 개선하고, 기존 1·2·4·6호선과의 환승으로 도시
철도 이용 및 편리성 증대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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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아리수로 확장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 확장
고덕강일 및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주변 개발에

시행일 : 2017년 10월
도로계획과 : 2133-808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3708-2556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 확장으로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

위치
강동구 암사동 440-1~고덕동 155-11
종 전
●

확 대

폭 8~10m 2차로

●

폭 28.5~35m 4~6차로 연장 3.72km

교
대
사
암
리
구

강일 IC
한강
로
픽대
올림

고덕산
고덕리엔파크
1단지아파트
고덕주공2단지

선사고등학교
선사초등학교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도로
순환
외곽
서울

고덕대우아파트

아리수로 연장구간

자세히 알아보아요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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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지역 아파트 재건축, 고덕강일 및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도로 확장으로, 이를 통해 천호대로,
고덕동 길 등 인근 간선도로의 교통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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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주거 밀집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시행일 : 2017년 6월
주차계획과 : 2133-2363~4

건설·공급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확 대

종 전
●

주차장 준공
- 총 7개소 1,044면
●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 : 10개소
- 주택가 공동주차장 : 8개소(987면)
-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 1개소(148면)
-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 1개소(200면)

238개소 23,976면

●

- 주택가 176개소 14,742면
- 학교 28개소 3,790면
- 공원 34개소 5,444면

자세히 알아보아요
2017년 공동·공영 주차장 준공
연
번

사 업 명
계

주차
면수
1,044

주

개시
일자

소

199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외24필지

6.1

2 망우본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2 중랑구 망우로62길 52-4 외 7필지

7.15

1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3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4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5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

185 강북구 한천로124길 14(수송초교내)
199 강동구 천호동 174-1 외 9필지
107 마포구 성산로 557(구 마포구청)

7.20
8.10
10.1

6 명륜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2

11.10

7 응봉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60 성동구 독서당로63길 40

종로구 명륜3가 1-21

12.31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 서비스 향상과 편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Tip

홈페이지 : 서울시 교통정보 (traffic.seoul.go.kr)
안전·교통 |

111

성동구 지역 재난대응체계 거점

성동소방서 신설
소방서가 없는 성동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방민원업무
등을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소방서가 2017년 7월

시행일 : 2017년 7월
소방행정과 : 3706-1322

신설되어 119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성동구 행당동 92-6(행당도시개발구역 내)

규

모 : 지상 6층/지하 1층, 연면적 5,194.6㎡

소방차량 : 고가사다리차 등 10종 10대 배치
시민혜택
▶ 119신고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재난 대응으로 시민 안전 강화
▶ 성동구 소재 어린이집, 학교, 기업체 등에 대한 소방서 출장 안전교육 확대
▶ 소방시설 관련 민원 등을 더 가까운 성동소방서에서 신속하게 처리

자세히 알아보아요
성동소방서란 무엇인가요?
▶ 그 동안 성동구에 소방서가 없어 광진소방서에서 성동구 지역의 안전을 전담하였으나,

재난발생시 광진소방서의 주력 소방대가 황금시간(화재의 경우 5분) 내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워 성동구 지역 전담을 위한 성동소방서가 2017년 하반기 신설되어 업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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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성동소방서에서

화재진압대, 구조대, 구급대 등이 출동합니다.
▶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 홍보교육팀으로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일정 등을 협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이 출장 방문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관련 민원은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용가능하며, 인터넷

접수가 곤란한 소방시설 착공신고 등의 민원 신청은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성동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에 더 신속하게 보강된 소방력을 투입하여

재난대응체계(긴급구조통제단)를 가동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각종 소방시설 관련 민원 등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며

성동구 지역 소재 학교, 기업체 등에 기존보다 더 확대된 소방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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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서울창업허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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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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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본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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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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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서울창업허브 개관
다양한 창업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창업에 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행일 : 2017년 4월
디지털창업과 : 2133-4754

서울창업허브의 운영을 개시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舊 산업인력관리공단)

규

모 : 본관동 17,753㎡(지하 1층/지상 10층)/별관동 5,906㎡(지상 4층)

사업내용 : 민간·정부 부문 창업정책을 연계·종합하는 허브
▶ 스타기업 허브(우수기업 보육), 투자 허브(투자유치 특화), 글로벌 창업허브

(스타트업 해외 진출), 아이디어 허브(창업저변 확대)의 역할 수행
▶ 창업 정책연구 추진(전국 창업정보 통합 제공, 관련 DB 구축 → 정책개발·기업진단)

자세히 알아보아요
언제부터 이용하나요?
▶ 본관동은 2017. 4월, 별관동은 2017. 11월 개관 이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창업에 관심있는 일반시민부터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청년 창업 기업입니다.

잠재 창업가 지원

예비 창업가 지원

창업 정책 제안/개발
국내 창업정책 종합 조사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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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가 지원

성장기업 지원

민간창업기관과의 연계, 협업
- 창업생태계 플레이어 연결
- 창업정책의 허브 기능 수행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① 스타기업 유치·육성을 위한 집중 보육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발시 집중 지원합니다.
●

경진대회(투자설명회)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개별 기업에 맞춤형 지원

②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유치하여 스타트업 투자 유치 부문을 집중 지원합니다.
●

민간 전문가를 허브에 직접 유치하여 입주 스타트업과 상시적 협업 유도

③ 시제품 제작소, 테스트랩 운영으로 개방형 제품 테스트·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디자인→제품설계→시제품 제작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④ 청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계합니다.
●

대학창업보육센터·연구소와 연계하여 청년 인재·기술 활용

⑤ 창업 갤러리, 자료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창업 저변을 확대합니다.
●

일반시민 누구나 방문, 창업 자료를 제공받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개방형 공간

어떻게 이용하나요?
▶ 대시민 개방시설과 개방형 창업공간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 사무실 이용은 공개 모집, 심사(서류, 면접)·선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연 200~300개 기업 보육을 통한 청년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시설에 민간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유치하여 창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합니다.
역
개
오
애

서울창업허브

대
흥
역

공덕교회

은행
우리

마포
롯데캐슬

5호선 공덕역

5

재로
만리

6호선 공덕역

6
역
마포

효
창
공
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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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표 과학체험 공간

서울시립과학관 개관
서울시 최초 시립과학관을 조성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관일 : 2017년 5월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
970-4521

과학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규

모 : 전시면적 3,700㎡(연면적 12,330㎡), 지하 1층/지상 3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 용도

지상 3층

1,528

상설전시실, 교육실, 실험실 등

지상 2층

3,384

상설전시실, 식당, 카페테리아 등

지상 1층

4,217

상설전시실, 메이커스튜디오(제작체험공간), 세미나실,
라이브러리, 안내/매표소 등

지하 1층

3,201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서울시립과학관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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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 내부 이미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기본형 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① 기초과학교육과정
- 학교 과학교육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기초과학 학습을 위한
이론과 다양한 실험으로 구성

① 과학 주제별 심화 교육 및 연구
- 첨단과학 기자재를 활용한 주제 중심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전문 과정

② 전시물 연계 탐구과정
② 지역 사회 연계 프로젝트형
- 전시물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과학을 - 주요 과학 이슈 및 지역 사회의 과학기술
배우고 탐구할 수 있는 과정
관련 문제 인식 및 해결을 위한 과정
③ 생활과학교실
- 실생활 속 숨어있는 과학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일반인 대상 과정

③ 창의발명형
-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을 장려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포함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 서울시립과학관 관람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 액

구 분

비 고

개인

단체(20명 이상)

어 른

2,000원

1,000원

20세~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1,000원

500원

7세~19세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3월~10월)
●

평일(화~금) 09시~18시/토요일, 공휴일 : 09시~19시

▶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평일(화~금) 09시~17시/토요일, 공휴일 : 09시~18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경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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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료 산업 네트워크 공간

서울바이오허브 본관 개관
舊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전 부지인 홍릉 일대에 바이오 역량을

개관일 : 2017년 7월
산업거점조성반 : 2133-4833

결집하여 국내외 바이오 의료 네크워크 허브 기능을 수행할
‘서울바이오허브’가 조성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동대문구 회기로 117-3(舊 농촌경제연구원)

규

모 : 3개동(본관, 신관, 별관) 9,564㎡

개관일정 : 본관 2017. 7월, 신관 2018. 1월, 별관 2018. 8월
사업내용
▶

본관·신관 리모델링, 별관 신축으로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텍 인큐베이터(Biotech Incubator) 운영으로 벤처기업 최적의 연구개발 및
생태계 제공
● 혁신적인 창업인프라 및 국내외 벤처 네트워크 허브
●

※ 기술·인적자원, 자본과 기업, 병원,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의 네트워크 거점

신관(리모델링)
18년 1월 개관

본관(리모델링)
17년 7월 개관

중장기 신축
(현 테니스장부지)

별관(신축)
18년 8월 개관

서울바이오허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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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아요
서울바이오허브란 무엇인가요?
▶ 연구소·대학·병원이 집적된 홍릉을 중심으로 차세대 유망산업인 바이오 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벤처 네트워크 허브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입니다.

어떤 시설이 있나요?
건물명

개관시기

면적

주요 기능
컨퍼런스룸, 기계실,
전기실 등

정기적인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등 네트워크의 장

기업과 컨설팅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룸, 스타트업
살롱, 산학연 협력 공간 상담 및 기업간 교류공간
본관

2017. 7월 3,852㎡ 세미나실(5)
운영기관 및 협력사
입주, 회의실

입주 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세미나 공간
운영기관 및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투자, 특허 등) 입주

기업 입주공간, 회의실 창업기업 또는 협력사 입주 공간
휴게공간

옥상 정원 등

신관

2018. 1월 2,912㎡

개별 연구실이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기업입주),
공용연구 장비실, 회의실, 나눔부엌, 체력단련실 등

별관

2018. 8월 2,800㎡

벤처기업 입주공간(R&D), 세미나실,
시민소통·코워킹(Coworking) 공간, 북카페 등

입주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본관에 입주하는 기업은 바이오 의료 분야 창업 5년 이하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합니다.
※ 본관 입주기업 모집공고 (2016. 12월~2017. 1월) →
심사선정 및 발표(2017. 1월~2017. 2월) → 계약체결(2017. 2월)
※ 신관 입주기업 모집공고는 2017년 상반기 중

경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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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서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을 확대 조성·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 관광명소를

시행일 : 2017년 3월
소상공인지원과 : 2133-5537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전
●

4곳 : 여의도, 청계광장, DDP, 목동운동장

혁신
청계

확대
3곳 유지 : 여의도, 청계광장, DDP,
● 2곳 확대 : 반포한강공원, 혁신파크
● 1곳 폐지 : 목동운동장

DDP

여의

●

반포

자세히 알아보아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푸드트럭 이용 먹거리 판매자 및 핸드메이드 제품 등 판매자입니다.

참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서울시 및 야시장 홈페이지내 참여 상인 모집공고 시 안내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핸드메이드 참가자 : 참가신청서 제출
▶ 푸드트럭 참가자 : ① 구조변경승인, 액화석유가스검사 (필요시), 위생교육 수료,

			

건강검진 등 준비 ②참가신청서 제출 ③최종 선정 시 영업허가증 발급

참여상인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모집공고 → 서류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품평회 → 최종선정

Tip

모집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및 푸드트럭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홈페이지(bamdokkaebi.org) → 야시장 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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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강함상공원 개장

124

모두의 학교 개원

126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센터 개관

128

가족 자연체험시설 추가 조성

130

청소년문화의집 추가 조성

132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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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한 해군 함정이 수상 시민 문화공간으로 변모

한강함상공원 개장
한강관광자원화를 비전으로 한강 망원 지역에 해군 퇴역 함정을
활용한 함상공원이 새롭게 조성되어 문을 엽니다.

시행일 : 2017년 10월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
3780-0738, 0739

무엇이 달라졌나요?
위

치 : 마포구 망원동 205-5 망원한강공원 리틀야구장 옆
종 전

변 경

자전거도로, 수상스포츠 ,
운동시설 위주

함정체험, 해양기술, 한강역사 등
문화체험 공간 제공

야간 경관조명 거의 없음

함정 경관조명 및 포토존 설치/데이트 명소

한강여름축제 프로그램 이용(낚시 등)

사계절 가족이용프로그램 운영 및 이벤트 개최

한강함상공원 조감도(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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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아요
한강함상공원이란 무엇인가요?
▶

한강 망원 지역에 퇴역한 해군 함정이 들어와 정박합니다.

▶

호위함, 고속정, 잠수함 등 총 3척의 함정을 물 위에 띄우고 군함 및 해군 역사,
해양기술, 한강 역사 등을 소개하는 전시공간과 다양한 체험 장소를 제공하며,
관람객 편의시설도 마련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군함 및 잠수함 내·외부 전시관람, 체험프로그램 이용, 계절별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안내센터에서 입장티켓을 구매하여 관람 및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이용요금 추후 공지)

어떻게 찾아가나요?
▶
▶

지하철 이용시 : 6호선 망원역, 2호선 합정역, 신촌역
버 스 이용시 : 마포09, 마포16, 7011

망원시장
망원한강공원

망원파출소

망원1동
주민센터

삼우하이뷰
아파트

망
원
역

서교동
주민센터

성산
초등학교
삼산아파트

한강함상공원

6

역
합정
합정역

합정시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해군 함정을 관람하고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 국력, 선박 기술과 과학의 원리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그간 단조롭던 한강변에 함정을 활용한 전시공간과 체험시설을 마련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해소는 물론 한강의 관광명소화로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Tip

홈페이지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hangang.seoul.go.kr/archives/3565)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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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평생학습 종합센터

모두의 학교 개원
舊 한울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종합센터 ‘모두의 학교’가 10월 새롭게 문을 엽니다.

시행일 : 2017년 10월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
2133-3963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용

도 :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종합센터로서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주요시설
구 분

주요시설

활용방안

1층

다목적홀, 시민소통광장,
시민 플랫폼, 카페테리아 등

지역 행사 개최, 유아 놀이
공간으로 활용

2층

도서관, 휴게실, 테라스 등

도서관 도서이용 및 강의 전개, 휴게실 및
실내조경, 테라스 공간 활용

3층

아뜰리에, 마루교실, 방음실,
모자휴게실, 도란마당 등

미술창작, 춤·운동·밴드연습·개인
인터넷 방송 등으로 활용

4층

실습실, 그룹스터디룸, 강의실

요리교실, 단체 공부방, 인문학
강의실 등으로 활용

옥상

텃밭, 옥상 정원 등

텃밭에서 건강한 먹거리 문화 형성

야외

정원, 운동장, 주차장 등

정원을 ‘모두의 숲’으로 조성하여
유아 놀이터, 주민 휴식공간 제공

시민혜택
시민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 이용
전문 도서관 시설과 장서 이용, 인문·사회학 강의 프로그램 참여
▶ 미술창작 아뜰리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전시회 참여
▶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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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아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

버 스 이용시 : KT구로지사 정류장 (500, 504, 643, 651, 5413, 5528, 5523)

2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KT
구로지사
국 사거리
구로전화

로
남부순환

모두의 학교
신림푸르지오
1차아파트
난곡중학교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지역사회에 함께 배우고 즐기는 학습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여 질 높은 평생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

시민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배우고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합니다.

Tip

홈페이지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smile.seoul.kr)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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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예술 예술가들의 창작작업공간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센터 개관
노후된 대전차방호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간 문화예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지역 주민

시행일 : 2017년 9월
문화시설과 : 2133-4230

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6-5일대

용

도

▶

비상시 대전차방호시설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평시에는 시민과 예술가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만남 영역 : 주진입 공간, 휴식과 포토존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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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영역 : 베를린장벽 설치, 포토존의 기능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

친환경 예술 위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 공간을 지원합니다.
생활예술창작자 공방(목공예 등), 공동 입주 공방, 세미나실 등

●

▶

문화예술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전시장을 운영합니다.
시민학교 운영, 지하벙커체험, 땅굴전시화, 작품 전시회(발표회) 등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지역생활 및 전문 예술가, 인근지역 시민(전 연령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도봉구 도봉동 6-5 일대

▶

지하철 이용시 : 1, 7호선 도봉산역

▶

버 스 이용시 : 106, 107, 108, 118, 133, 140, 150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센터

7
선
7호
도봉산역1호선

중랑천

도봉산역

서울창포원

도봉파크빌
3단지아파트

수락리버시티
1단지아파트

수락리버시티
3단지아파트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근·현대 유산(유휴공간)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창작 및
시민문화 향유가 어울어지는 동북권 문화예술 명소화를 추진합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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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폐교 활용

가족 자연체험시설 추가 조성
주 5일 수업 등 교육환경 여건에 맞추어 도농상생 협력과 서울
시민의 휴식처 제공을 위해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 자연체험
시설이 추가 조성됩니다.

시행일 : 2017년 3월
교육정책담당관 : 2133-3924
횡성 별빛마을 : 033-342-4586
포천 자연마을 : 032-533-9535
제천 하늘뜨레 : 043-652-3926
철원 평화마을 : 033-455-3904

무엇이 달라졌나요?
폐교 활용 가족 자연체험시설 4개소 운영
- 추가 2개소 운영

●

횡성 별빛마을
(2013년 7월)

포천 자연마을
(2014년 7월)

제천 하늘뜨레
(2015년 9월)

철원 평화마을
(2016년 6월)

서천 금빛노을,
함평 나비마을
(2017년 3월 개장)

자세히 알아보아요
지방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지방의 폐교를 활용, 캠핑시설을 갖춘 가족 체험시설로 조성하여 서울시민에게 가족과
함께 지방의 문화와 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야영데크, 텐트(20~25동), 취사장, 화장실(샤워실) 등 캠핑시설이 있으며,

▶

바둑교실, 북카페, 배드민턴, 탁구장, 텃밭 등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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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달라지는 서울생활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기간 : 매년 3월~11월 ※ 동절기 휴장

▶

이용시간 : 입실 13시~퇴실 익일 11시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
▶

6개의 가족 체험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치

●

횡성 별빛마을(강원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로 488)

●

포천 자연마을(경기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길 371-115)

●

제천 하늘뜨레(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 19길 5)

●

철원 평화마을(강원 철원군 근북면 유곡로 545)

●

서천 금빛노을(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 498번길 27)

●

함평 나비마을(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730 )

1

어떻게 이용하나요?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인터넷 예약 신청합니다.
※ 횡성·포천은 매월 10일부터, 제천·철원은 15일부터 다음달 예약자 접수
서천·함평 접수일은 추후 공지예정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

이용요금은 부가세포함하여 25,300원입니다.(4인 가족, 1박 2일, 전기 사용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텐트, 메트리스, 테이블, 화덕 등 기본용품 무료 대여하고 있으나,

▶

기타 야영에 필요한 준비물(침낭, 버너, 코펠, 랜턴, 음식물 등)은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Tip

홈페이지 : 서울캠핑장 블로그 (blog.naver.com/seoul_camp)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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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편안한 보금자리

청소년문화의집 추가 조성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들의 정보·문화·휴식·놀이
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시행일 : 2017년 10월
청소년담당관 : 2133-4138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종전운영 :
17개소

확 대
●

1개소 확대(총 18개소)
- 2017년 개관 : 1개소(정릉 청소년문화의집)
※ 2018년 이후 : 6개소 확대
(상계·창신·잠실·갈현·용산·중계 청소년문화의집)

자세히 알아보아요
문화의 집이란 무엇인가요?
▶

동아리모임, 공연, 독서 등 청소년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휴식·놀이 공간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 청소년 및 지역주민 누구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시설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매주 1회(평일) 휴관을 제외하고 연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관시간은 평균적으로 평일 08시~22시, 토·공휴일 09시~22시 이나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인터넷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검색하시면 17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볼 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사전 예약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청소년들의 휴식처로서 청소년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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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환경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134
경춘선 숲길 폐선부지 3단계 공원 개장 136
세운상가 재생사업 1단계(종묘~대림상가) 준공 138
서울식물원 부분 개장 140
율현근린공원 개장 142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운영 144

녹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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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복합문화공간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녹색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다양한

시행일 : 2017년 5월
공원조성과 : 2133-2067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마포구 성산동 산53-1 일대(공원 10만 1,510㎡, 주차장 3만 5,212.8㎡)

조성내용 : 친환경·재생의 복합 생태·문화 공간 조성
석유탱크 5기를 생태·환경·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 및 재생
탱크 등 시설 및 외부 공간 활용을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시
▶ 건축 및 외부 공간계획(보행·차량 동선, 식재·포장 등 공원조성계획)
▶
▶

자세히 알아보아요
석유비축기지란 무엇인가요?
▶

1974년 석유파동 이후 비상시에 대비하여 조성된 민수용 유류 저장시설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DMC 단지 사이 매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 당시(1976년~1978년)
부터 1급 보안시설로 분류돼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철저히 통제되던 곳입니다.

어떤 시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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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총 14만㎡는
공연장, 전시장, 정보교류센터 등이 들어설 ‘유류저장탱크’(10만 1,510㎡)
공원으로 조성될 ‘임시 주차장 부지’(3만 5,212㎡)
접근로(3,3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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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용 도

특 징

1번 탱크

다목적 파빌리온

2번 탱크

실내·외 공연장

탱크 해제 후 암반지형과 콘크리트 옹벽을
이용하여 신축

3번 탱크

원형 보존

원형을 그대로 보존

4번 탱크

기획·전시 공간

기존 탱크를 활용한 독특한 형태

5번 탱크

전시장 및 홍보관

‘석유비축기지’로부터 ‘문화비축기지’까지의
40여 년의 역사를 기록

6번 탱크

정보교류센터

서울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열람

공원

재생 및 공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전초기지 및
시민들을 위한 휴식장소

임시주차장
부지

어떻게 찾아가나요?
▶

지하철 이용시 :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월드컵경기장역

▶

버 스 이용시 : 571, 710, 6715, 7019, 7715, 9711, 8777

난지천공원

삼
거
리

매봉산
근린공원

상암월드컵파크
3단지아파트

성산대우

중
앙
교
아파트
사
거
리

불광천

3단
지

마포 석유비축기지

로
산
중

서울월드컵
경기장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월드컵경기장역(성산)

월
드
컵
파
크

성산시영선경
아파트

6

녹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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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간이역의 풍경을 간직한 화랑대역을 산책하세요

경춘선 숲길 폐선부지 3단계 공원 개장
2010년 폐선된 후 공원으로 변모 중인 경춘선 전 구간이

시행일 : 2017년 5월
공원조성과 2133-2061

2017년 5월 옛 철길과 전원풍경을 간직한 공원으로 개장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확 대

경춘선 숲길 1·2단계 구간 개장

●

- 1단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 1.9km)
- 2단계(경춘철교~서울과기대입구, 1.1km) 시행

경춘선 숲길 전구간 개장
- 3단계 (육사삼거리~서울시계,

2.5km)

자세히 알아보아요
경춘선 폐선부지 3단계 공원이란 무엇인가요?
▶

간이역 풍경을 지닌 화랑대역 주변과 플랫폼을 존치하여 상징적 경관을 보전하고
옛 철길의 모습과 전원풍경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의 철길 보행로로 조성합니다.

어떤 시설이 있나요?
▶

간이역 풍경을 지닌 舊 화랑대역과 플랫폼, 철길 등 옛 시설

▶

철길과 함께 고즈넉하게 명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장소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꾸는 커뮤니티정원과 철길 산책로

▶

야외마당, 플랫폼 광장, 북카페 등 문화공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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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대역

커뮤니티 정원

플랫폼 광장(전시, 공연 등)

철길 산책로

어떻게 찾아가나요?
▶

지하철 이용시 : 광운대역(1호선), 하계역·공릉역(7호선), 화랑대역(6호선)

▶

버 스 이용시 : 서울과학기술대 앞, 화랑대역, 육사정문 앞, 태릉·강릉 앞
경춘선 숲길

7

서울여자
대학교

7호선 공릉역
역
공릉

경춘선
숲길

태능현대
아파트
공릉2동
주민센터
화랑대역

6

6

리
삼거
육사

효성아파트
육사아파트
봉화
산역

6호선 화랑대역

6, 7호선 태릉입구역

Tip

홈페이지 : 서울의 산과 공원 (parks.seoul.go.kr)
녹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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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에서 남산까지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입체보행축)

세운상가 재생사업 1단계(종묘~대림상가) 준공
단순 도심 농업공간인 초록띠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세운상가와 청계상가를 잇는 공중보행교를 되살려 침체되고

준공일 : 2017년 8월
역사도심재생과 : 2133-8500

낙후된 세운상가군과 주변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 전
●
●

변 경

인구감소, 공실증가 등 도심공동화

●

도심 문화·관광지역으로 조성

산업 이탈로 쇠퇴

●

도심 창의제조산업으로의 거점공간 운영

다시세운광장 조성 : 복합문화공간 조성, 발굴 유구 전시·보존

공중보행교 설치 : 청계천 연계

데크 정비, 플랫폼 설치 : 거점공간 활용, 볼거리·즐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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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아요
입체 보행축이란 무엇인가요?
▶

종묘에서 남산까지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로서 2017. 8월 1단계 구간
(종묘~대림상가)을 개장합니다.

▶

종묘 또는 청계천 하부에서 자유롭게 입체보행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거점공간(세운 메이커스 큐브 등)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

다시세운광장에서는 공연, 전시, 장터 등이 열립니다.

야외 공연장
▶

플리 마켓

야외 전시

거점공간에서 제작지원, 전시, 놀이, 스토어,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

제작지원

※ 세운 메이커스 큐브, 세운협업지원센터 등

전 시

●

놀 이

●

세운상가의 역사/기술/문화, 도심산업 주제의 전시 및 아카이빙

※ 세운전자박물관, 세운 홀 등

메이킹 관련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워크숍 운영

※ 세운 메이커스 라운지, 메이킹 워크숍 등
●

스토어
정 보

창의적/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프로젝트 지원, 세운기술장인
연계 개발활동 지원 등

제작/기술문화 중심의 테크 북 카페, 세운 메이커 시제품,
중고 빈티지 제품 판매

※ 테크북카페, 7평 스토어, 수리샵 등
●

세운상가 이용자 안내 서비스/창의제조산업의 최신동향 정보공유

※ 종합안내센터, 신기술 뉴스룸 등

녹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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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식물원

서울식물원 부분 개장
마곡지구에 호수공원 및 열린숲공원 등을 포함한 서울식물원을
개장하여 서울 시민의 휴양을 돕고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합니다.

시행일 : 2017년 10월
공원녹지정책과 : 2133-2091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503천㎡)

조 성 내 용 : 도시형 식물원+호수공원 조성
▶

공간구성 : 열린숲공원, 호수공원, 습지생태원, 식물원

▶

주요시설 : 온실 등 식물문화센터, 한강연결 보행교 및 나들목 등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떤 시설이 있나요?
▶

열린숲공원 : 중앙공원 진입공간 및 여가·휴식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

▶

호 수 공 원 : 청정호수로 휴식·조망·수생식물 전시공간으로 조성

▶

습지생태원 : 자연이 스스로 디자인하는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

▶

식 물 원 : 한국과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과 문화를 보전·전시·교육·연구하는
공간으로 조성

열린숲공원 잔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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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수변가로

습지생태원 저류지

식물원 휴식과 치유의 정원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강서구 마곡동 서울식물원

▶

지하철 이용시 : 9호선 마곡나루역

▶

버 스 이용시 : 672, 6631, 6712

교
대
화
방

서광아파트

서울시서남물
재생센터

올림
픽대
로

궁산

서울식물원
9
9호선 마곡나루역

양천
초등
학교

동신대아
아파트
가양
대교

방화현대
2차아파트

9

9호선 양천향교역

녹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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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유수지와 드넓은 잔디밭의 자연생태공원

율현근린공원 개장
강남구 세곡 2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그린벨트 지역에

개장일 : 2017년 1월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2181-1132

기존 식생을 고려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강남구 율현동 77-9 일원

면

적 : 15만 7,535㎡
A구역 (52,143㎡)

●

인근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커뮤니티 공간이 많은 공원

●

관리사무소, 놀이터, 체육시설, 수경시설

●

대규모 잔디광장 조성

B구역 (105,392㎡)
●

●

훼손지복구지역(9만 7,767㎡)으로
생태보존지역
저류지(2만 9,339㎡) 시설

공원 전경

놀이터와 산책로

강남
한양수자인
자곡사거리

근린공원
레미안포레
아파트

세곡2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건너말

A구역
B구역
근린공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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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위치

탄천

자세히 알아보아요
율현근린공원이란 무엇인가요?
▶

세곡공원은 전체 면적 중 18%가 저류지이며, 시설 등이 11%, 나머지 녹지면적이
71%를 차지하며, 녹지면적 11만 2,000㎡ 중 잔디 면적이 6만 3,000㎡로 매우 넓은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입니다.

▶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조성한 공원으로 훼손지 복구지역이 있어 생태보존의 성격이
강한 공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설이 있나요?
▶

생태 저류지, 놀이터 2개소, 멀티코트, 정자 4개소, 메모리얼 월, 벽천 및
수변 스탠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강남구 율현동 77-9

▶

지하철 이용시 : 3호선 수서역

▶

버 스 이용시 : 강남한양수자인 정류장(402, 407, 440, 3426)
분당선 수서역
수서역

곡
자
IC

수서
6단지
아파트

서울메트로
수서차량사업소
차로
교교
숯내

강남
한양수자인

탄천

리
사거
자곡

율현근린공원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주택지구 내 자연을 보존하는 생태공원으로 가꾸어, 입주민은 물론
원거리 주민들도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녹지·환경

|

143

버려지는 제품이 새 제품으로 재탄생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운영
영세한 업사이클링(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준비부터
소재 확보, 홍보·마케팅, 제품 기획·전시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개관하여,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관일 : 2017년 5월
자원순환과 : 2133-3694
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플라자TF팀) :
2096-0026, 0186

새롭게 시작해요
위

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중랑물재생센터 내 부지)

규

모 : 연면적 1만 6,530㎡(지하 2층, 지상 5층)

주요시설 : 재사용 작업장, 공방, 소재은행, 전시·판매장, 교육장 등
주요기능
▶

재사용문화 선도, 업사이클링 산업보육, 업사이클링 제품 판로개척,

▶

시민참여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기부 실천 등
소재기부

기업

하역장
소재
은행
구입, 체험

생산, 마케팅
소재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공방
소재 및 제작 지원
자체 개발 디자인

전시

마켓, 판매
산업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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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아요
업사이클링(새활용)이란 무엇인가요?
▶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중고물품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과 구별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구분
대상

산업육성 기반 및 시민
업사이클링 산업보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공간제공
컨설팅 지원
●

●

●

주요
내용

●

●

●

입주자, 업사이클링 기업
업사이클링
정보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 구축
상품판매 및 소재은행 등
소재정보 온라인 시스템
구축(의류, 플라스틱,
목재, 금속 등)
업사이클링 공방,
재사용작업장 확보
업사이클링 제품/작품
전시공간 확보
휴게공간, 교육체험실 등
업사이클링 작품/
제품 인테리어 추진

●

●

●
●

●

●

●

●

입주자, 업사이클링기업,
창업희망자
업사이클링 공방 등 운영
(공방 43개소,
재사용작업장 1~2개소)

생활속 업사이클링
문화확산
●

●

소재은행 운영
업사이클링 제품/작품
판매장 운영
업사이클링 양성과정
개발·운영
소재/디자인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전시
지원(전시실, 온라인
전시·판매 구축운영)

●
●

●

시민, 학생
업사이클링 체험을 위한
플라자 투어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입주작가와의 만남,
전시관람 등)
주말 야외 나눔장터 운영
입주자와 기존 업사이클링
제품/작품 특별 및
상설 전시
업사이클링 인테리어
(휴게공간, 교육체험실 등)
직접 체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표권·실용신안 등록 등
설명회 개최

녹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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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찾아가나요?
▶

찾아오시는 길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서울새활용플라자

▶

지하철 이용시 : 5호선 장한평역 8번 출구

버 스 이용시 : 청년회의소(130, 303, 370, 721, 2221, 3216, 3200)
			
도시철도공사(145)

▶

B

버스정류장

M

지하철역

청년회의소
130, 303, 370, 721
2221, 3216, 3220

도시철도공사
145

B

지하철역 입구
안내표지판
새활용 플라자
버스이용
보행접근로
지하철이용
보행접근로

서울교육
문화센터

5호선
장한평역
자원
순환센터

도시가스

서울정동
도로사업소
새활용플라자

하수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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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M

다시보는
2016년
달라진
서울생활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사 시 종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이사 시 도시가스 레인지 무료연결 서비스
민원처리보상제 실시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개선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조성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콜버스 운영
9호선 셔틀형 급행열차 운행
취업날개,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운영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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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종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

●

시행일 : 2016년 1월
생활환경과 : 2133-3734

이사 시 도시가스 레인지
무료 연결 서비스
●

●

시행일 : 2016년 1월
녹색에너지과 : 2133-3560~1

민원처리 보상제 실시
●

●

●

시행일 : 2016년 1월
시민봉사담당관 : 2133-6542
홈페이지 : 서울시응답소
(eungdapso.seoul.go.kr)

●

●

▶

허용지역 :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

2016년 1월부터 이사(전입) 2~3일 전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신청(전화, 인터넷)하시면 도시가스 레인지
연결에 따른 재료비만 부담하시고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는 별도 출장·시공비 없이
도시가스 레인지를 연결해 드립니다.
또한 도시가스 레인지 연결 및 안전점검, 가스 사용계약
체결 (가스 사용자 명의변경) 및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민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해드립니다.
▶
▶

보상물품 :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신청방법 : 120다산콜센터(전화, 문자, SNS),
응답소(인터넷, SNS), 열린민원실
(방문, 전화) 등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

바쁜 직장생활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싱글 여성이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일반주택가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시행일 : (H몰) 2016년 3월
설치하여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1번가) 8월
서비스입니다.
(GS몰, NS몰) 10월
안심택배 보관함을 40개소 추가(총 160개소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 2133-5020
하였고, 택배회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여성안심택배 고객센터 :1899-4708 여성안심택배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집에서 가장
홈페이지 : 서울시 여성·가족
가까운 여성안심택배 주소를 선택하여 택배를
(woman.seoul.go.kr)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개선
●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로 이사할 때, 이사 전 자치구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
수거를 실시하여 종량제봉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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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조성
●

●

시행일 : 2016년 1월
교육정책담당관 : 2133-3930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콜버스 운행
●

●

시행일 : 2016년 7월 29일
택시물류과 : 2133-2317

학교의 주인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디자인전문가,
설계사와 함께 참여해 노후된 학교 화장실을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 서울 학생의 양치율 제고를 위해
양치공간을 병행 조성합니다.
▶

실

적 : 265개 학교
(초등학교 190개, 중·고교 75개)

▶

학생·학부모·교사·디자인디렉터로 구성된 디자인
TF팀 구성

▶

가장 불편하고 더러운 곳 화장실 ⇒
가고 싶은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콜버스는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장 승객과 콜버스 사이를
온라인 앱인 ‘콜버스’로 연결해 여객을 운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운행시간 : 23시~익일 04시
(일요일, 공휴일 미운행)

▶

운행지역 : 13개 자치구
- 승차 : 강남구
- 하차 : 13개구(강남·송파·용산·성동·광진·관악·동작·
강동·마포·영등포·중랑·동대문·중구)

CALLBUS

▶

요금수준 : 중형택시 심야할증요금의 70~80% 수준

구분

기본요금

요금
3,000/3km
체계
▶

이용방법 :
		
		
		

거리요금
3~10km
100원/125m
10km 이후

100원/167m

① 콜버스 앱 설치→② 신용카드 등록
→③ 앱상 호출→④ 모바일 선결제
→⑤ 출발지·목적지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승하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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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셔틀형 급행열차 운행
●

●

시행일 : 2016년 8월 31일
교통정책과 : 2133-2246

혼잡한 출근시간, 9호선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셔틀형 급행열차’를 운행합니다.
운행구간 : 9호선, 가양 ↔ 신논현, 16량
운행시간 : 07시45분~08시09분(24분)
▶ 혼 잡 도 : 약 50% 하향(230% →180%)
▶
▶

※ 혼잡도 230% : 옆사람과 어깨가 매우 밀착되고 숨쉬기 곤란함
혼잡도 180% : 핸드폰을 작동하기에 어려움 없음

취업날개,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

●

●

시행일 : 2016년 4월
열린옷장 : 070-4325-7521
위치 : 광진구 아차산로 213
웅진빌딩 502호
홈페이지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job.seoul.go.kr)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운영
●

●

개소일 : (2016년 5월) 강동구보건소
(9월) 강북구·동작구보건소
(12월) 성동구·은평구보건소
보건의료정책과 : 2133-7525
및 각 자치구 보건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 용 자 : 만 18세~34세 이하,
			
주소지가 서울인 모든 청년구직자

이용횟수 : 연 2회/1인당
이 용 료 : 무료
▶ 이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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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방문)

반납
(방문, 택배)

정장 수령 (열림옷장으로 방문)
※ 기간 : 3박 4일

시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소 내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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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회원가입

대 상 자 : 20세 이상 시민
주요내용
① 만성질환 예방·관리 통합서비스
(진료, 대사증후군 관리, 금연클리닉 등)
② 건강관리계획 수립·제공
③ 영양, 운동, 금연 상담
④ 필요서비스 연계 등
이용방법 : 해당 보건소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예약 당일 보건소 방문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

●

시행일 : 2016년 5월 31일
일자리정책담당관 : 2133-5438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최신 일자리 정보와 취업상담, 멘토링부터 스터디룸
대여까지 취업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서울시 주요 일자리카페 현황
자치구

공간명

전화번호

종로구

더 빅스터디

2133-5443

종로구

상명대학교

2287-7088

종로구

파고다 종로타워

2133-5443

성동구

수제화갤러리카페수다

2286-6387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2133-5443

성북구

카페머그

2241-3993

강북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901-7233

도봉구

도봉문화정보도서관

2091-2863

도봉구

행복한이야기

2091-2863

은평구

서울시혁신센터

351-6887

서대문구

꿈꾸는반지하

330-1695

마포구

미디어카페 후

2133-5443

양천구

카페쥬라기

2620-4805

양천구

피치스터디카페

2620-4805

강서구

영풍문고김포공항점

2600-6369

금천구

G밸리 무중력지대

864-5002

동작구

사랑밭청년센터

820-9593

강동구

카페핸섬

3425-5810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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