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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자양체육관(뚝섬로52길 66)

평    일  8시~17시(접종 8시 30분~16시)
토요일  9시~13시

장        소

운영시간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60~74세 사전예약 중60~74세 사전예약 중

70~74세 (1947~1951년생)

65~69세 (1952~1956년생)

60~64세 (1957~196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호흡기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만 해당)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교사·돌봄인력

사회필수인력,보건의료인,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5.27.~ 6.19.

5.27.~ 6.19.

6.7.~ 6.19.

6.1.~ 6.19.

6.7.~ 6.19.

6.7.~ 6.19.

접종대상자 접종기간

인터넷 사전예약 -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접종 대상자, 백신 종류, 배분율, 접종시기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하며
질병관리청의 계획에 따라 우리구는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

접종장소

백신종류

http://ncvr.kdca.go.kr

60~74세 사전예약 중

■ 전화예약 : 질병관리청 ☎1339, 광진구 ☎450-7400, 
■ 방문예약 : 동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전국 위탁의료기관(광진구 101개소)

아스트라제네카 

*뒷면에 계속

빨리 예약할수록 원하는 날짜, 주소지 상관없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번에
사전예약 안하면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몰라

우리 빨리
접종하고
일상에서
만납시다

■ 이상반응 관련 문의   백신콜센터(☎450-7400)

■ 피해보상 관련 문의   건강관리과(☎450-1972,1580,1378)
동  버  스   1일 6회 왕복(1시간 간격) *동주민센터 문의
순환버스   거점별 왕복(30분 간격)

수송버스
운        행

※ 병원 진료 후 의사가 이상반응으로 진단,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일까지6월 3일까지

※ 백신접종 어르신을 위해 가사지원, 동행서비스 등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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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어르신을 위해 가사지원, 동행서비스 등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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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우리 삶이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변화, 날로 심각해지는 범죄, 감염병의 대유행 속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사소한 위험 요소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순식간에 삶을 파괴해 버리기도 하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올해 광진의 핵심 키워드도 ‘안전’과 ‘건강’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실천들이 모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 

모두에게 행복한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광진구청장 드림

지금 여러분은
‘안전’하고 ‘건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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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6.19.

5.27.~ 6.19.

6.7.~ 6.19.

6.1.~ 6.19.

6.7.~ 6.19.

6.7.~ 6.19.

접종대상자 접종기간

인터넷 사전예약 -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접종 대상자, 백신 종류, 배분율, 접종시기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하며
질병관리청의 계획에 따라 우리구는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

접종장소

백신종류

http://ncvr.kdca.go.kr

60~74세 사전예약 중

■ 전화예약 : 질병관리청 ☎1339, 광진구 ☎450-7400, 
■ 방문예약 : 동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전국 위탁의료기관(광진구 101개소)

아스트라제네카 

*뒷면에 계속

빨리 예약할수록 원하는 날짜, 주소지 상관없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번에
사전예약 안하면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몰라

우리 빨리
접종하고
일상에서
만납시다

■ 이상반응 관련 문의   백신콜센터(☎450-7400)

■ 피해보상 관련 문의   건강관리과(☎450-1972,1580,1378)
동  버  스   1일 6회 왕복(1시간 간격) *동주민센터 문의
순환버스   거점별 왕복(30분 간격)

수송버스
운        행

※ 병원 진료 후 의사가 이상반응으로 진단,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일까지6월 3일까지

※ 백신접종 어르신을 위해 가사지원, 동행서비스 등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자양체육관(뚝섬로52길 66)

평    일  8시~17시(접종 8시 30분~16시)
토요일  9시~13시

장        소

운영시간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60~74세 사전예약 중 60~74세 사전예약 중

70~74세 (1947~1951년생)

65~69세 (1952~1956년생)

60~64세 (1957~196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호흡기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만 해당)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교사·돌봄인력

사회필수인력,보건의료인,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5.27.~ 6.19.

5.27.~ 6.19.

6.7.~ 6.19.

6.1.~ 6.19.

6.7.~ 6.19.

6.7.~ 6.19.

접종대상자접종기간

인터넷 사전예약 -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접종 대상자, 백신 종류, 배분율, 접종시기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하며
질병관리청의 계획에 따라 우리구는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

접종장소

백신종류

http://ncvr.kdca.go.kr

60~74세 사전예약 중

■ 전화예약 : 질병관리청 ☎1339, 광진구 ☎450-7400, 
■ 방문예약 : 동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전국 위탁의료기관(광진구 101개소)

아스트라제네카 

*뒷면에 계속

빨리 예약할수록 원하는 날짜, 주소지 상관없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번에
사전예약 안하면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몰라

우리 빨리
접종하고
일상에서
만납시다

■ 이상반응 관련 문의   백신콜센터(☎450-7400)

■ 피해보상 관련 문의   건강관리과(☎450-1972,1580,1378)
동  버  스   1일 6회 왕복(1시간 간격) *동주민센터 문의
순환버스   거점별 왕복(30분 간격)

수송버스
운        행

※ 병원 진료 후 의사가 이상반응으로 진단,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일까지 6월 3일까지

※ 백신접종 어르신을 위해 가사지원, 동행서비스 등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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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내과의원

다남재활의학과의원

더불어내과의원

연세가정의원

열린이비인후과의원

중곡제일내과

누리이비인후과의원

독일의원

명이비인후과의원

샤인소아청소년과의원

신성내과의원

이(e)서울내과의원

이화소아청소년과의원

전영미산부인과의원

정이비인후과의원

큰열매여성의원

현대정형외과의원

365한국신통의원

가족보건의원

닥터스마일의원

닥터훈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삼성정형외과의원

신혜성의원

아가사랑소아청소년과

연세다인의원

김종웅내과의원

노태영내과의원

삼성열린내과의원

송소아과의원

엄민숙소아청소년과의원

유앤장이비인후과의원

중곡연세가정의학과의원

새롬소아과

고려H내과의원

김요한의원

김형준가정의학과의원

드림이비인후과의원

서울라파의원

서울엘리트가정의원

장미영내과의원

항석내과의원

구의중앙의원

비타민의원

아이코이비인후과의원

참조은의원

해맑은소아과

권소아과의원

글로벌가정의학과의원

수가정의학과의원

어광수가정의학과의원

이내과의원

466-2622

467-5728

469-7577

463-0875

461-7505

499-8275

452-0088

456-2079

444-4322

562-8275

446-8293

456-0075

456-5667

454-2963

456-4503

454-3572

458-1070

499-0906

467-8913

467-3650

465-9088

498-5505

3409-5511

465-9813

467-1532

455-4038

454-0849

456-8575

456-1426

455-6025

447-0077

3436-8878

2201-3582

3437-3337

457-2114

447-9009

6248-3100

457-6110

2201-3375

2201-3020

454-9114

458-7524

446-8881

453-1920

455-5601

3437-3722

454-7780

458-6290

3436-1117

3436-0511

458-6400

광진구 면목로 113-1

광진구 천호대로 527

광진구 긴고랑로 41

광진구 면목로 130

광진구 면목로 126

광진구 면목로 127

광진구 천호대로 561

광진구 천호대로 561

광진구 용마산로 5

광진구 용마산로 57

광진구 능동로 378

광진구 용마산로 5

광진구 천호대로111길 19

광진구 천호대로 635

광진구 용마산로 53

광진구 용마산로 23

광진구 용마산로 67

광진구 면목로 174

광진구 긴고랑로13길 62

광진구 능동로51길 44

광진구 면목로 190

광진구 면목로 128

광진구 면목로 147

광진구 면목로 117 

광진구 면목로 173

광진구 용마산로 46

광진구 긴고랑로 115

광진구 용마산로 8

광진구 영화사로 20

광진구 용마산로 46

광진구 천호대로 653

광진구 영화사로 30

광진구 천호대로 574

광진구 아차산로 373

광진구 광나루로 538

광진구 자양로 160

광진구 아차산로 373

광진구 광나루로 534

광진구 구의로 23

광진구 광나루로 542

광진구 자양로 201

광진구 자양로 285

광진구 천호대로 671

광진구 자양로 287

광진구 광나루로 529

광진구 자양로 288

광진구 아차산로 502

광진구 아차산로 546

광진구 아차산로 502

광진구 아차산로69길 8

광진구 아차산로 502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

아이쑥쑥소아청소년과

연세재활의학과의원

임성준신경외과의원

지킴내과의원

지킴소아청소년과의원

고은가정의학과의원

건국대학교병원

서울가정의원

성동주민의원

연세어울림이비인후과

이(e)누리내과의원

김소아과의원

늘좋은내과의원

바른본병원

서울내과의원

서울제일연합의원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

한성욱내과의원

화양본내과

굿모닝의원

김신응내과의원

뿌리신경외과의원

서소아과의원

서울이비인후과의원

서중산내경내과의원

연세미초롬의원

참사랑가정의학과의원

최이비인후과의원

퀸산부인과의원

혜민병원

강남훈내과의원

상일정형외과의원

성동고려의원

아산한빛의원

예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

자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정문호소아과의원

24시열린의원

가족애내과의원

명소아청소년과의원

박상내과의원

서울엠비(MB)내과의원

최진소아청소년과의원

키즈엘소아청소년과의원

늘푸른연세의원

서울현대정형외과의원

신일외과의원

아산박내과의원

조내과의원

452-7787

456-6119

452-7518

454-5788

2201-2210

2201-2260

463-3159

1588-1533

469-8050

498-4353

465-9700

462-5558

467-6975

462-7832

1577-9844

468-8171

466-7275

2244-5161

466-4189

464-4177

456-1600

454-5080

454-7575

444-3106

455-7700

2201-4075

444-6326

2201-6663

457-2002

457-3575

453-3131

3437-7582

444-3330

453-1102

444-5764

447-0098

446-4375

446-1161

455-2475

455-2860

455-1194

458-2727

466-9100

447-6610

468-2020

461-2598

466-3119

466-8397

464-1960

498-6144

광진구 아차산로 478

광진구 광나루로 604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광진구 광나루로 614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광진구 능동로13길 39

광진구 능동로 120-1

광진구 아차산로29길 51

광진구 아차산로 237

광진구 아차산로 241

광진구 아차산로 241

광진구 군자로 86

광진구 천호대로 548

광진구 능동로 261

광진구 광나루로 351

광진구 군자로 79

광진구 능동로 209

광진구 군자로 85

광진구 군자로 73

광진구 자양로9길 77

광진구 자양로15길 18

광진구 자양로 65

광진구 뚝섬로 631-1

광진구 자양로 95

광진구 자양동 631-34

광진구 자양로 13길 47

광진구 자양로15길 9

광진구 자양로 113

광진구 자양로 65

광진구 자양로 85

광진구 뚝섬로 56길 46

광진구 자양로 42

광진구 자양로 43

광진구 자양로 42

광진구 자양로 88

광진구 뚝섬로 596

광진구 자양로 48

광진구 능동로 90

광진구 뚝섬로 559

광진구 뚝섬로 552

광진구 뚝섬로 587

광진구 능동로 18

광진구 뚝섬로 590

광진구 능동로 18

광진구 뚝섬로27길 65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9

광진구 뚝섬로 511

광진구 뚝섬로 498

광진구 뚝섬로 496

중곡1동
(6개소)

구의3동
(6개소)

화양동
(6개소)

군자동
(8개소)

자양1동
(11개소)

자양2동
(7개소)

자양3동
(7개소)

자양4동
(5개소)

중곡2동
(11개소)

중곡3동
(8개소)

중곡4동
(7개소)

구의1동
(8개소)

구의2동
(5개소)

광장동
(5개소)

능 동

의료기관명행정동 전   화 주   소 의료기관명행정동 전   화 주   소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광진구 동별 위탁의료기관 101개소

건우내과의원

다남재활의학과의원

더불어내과의원

연세가정의원

열린이비인후과의원

중곡제일내과

누리이비인후과의원

독일의원

명이비인후과의원

샤인소아청소년과의원

신성내과의원

이(e)서울내과의원

이화소아청소년과의원

전영미산부인과의원

정이비인후과의원

큰열매여성의원

현대정형외과의원

365한국신통의원

가족보건의원

닥터스마일의원

닥터훈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삼성정형외과의원

신혜성의원

아가사랑소아청소년과

연세다인의원

김종웅내과의원

노태영내과의원

삼성열린내과의원

송소아과의원

엄민숙소아청소년과의원

유앤장이비인후과의원

중곡연세가정의학과의원

새롬소아과

고려H내과의원

김요한의원

김형준가정의학과의원

드림이비인후과의원

서울라파의원

서울엘리트가정의원

장미영내과의원

항석내과의원

구의중앙의원

비타민의원

아이코이비인후과의원

참조은의원

해맑은소아과

권소아과의원

글로벌가정의학과의원

수가정의학과의원

어광수가정의학과의원

이내과의원

466-2622

467-5728

469-7577

463-0875

461-7505

499-8275

452-0088

456-2079

444-4322

562-8275

446-8293

456-0075

456-5667

454-2963

456-4503

454-3572

458-1070

499-0906

467-8913

467-3650

465-9088

498-5505

3409-5511

465-9813

467-1532

455-4038

454-0849

456-8575

456-1426

455-6025

447-0077

3436-8878

2201-3582

3437-3337

457-2114

447-9009

6248-3100

457-6110

2201-3375

2201-3020

454-9114

458-7524

446-8881

453-1920

455-5601

3437-3722

454-7780

458-6290

3436-1117

3436-0511

458-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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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용마산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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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용마산로 67

광진구 면목로 174

광진구 긴고랑로13길 62

광진구 능동로51길 44

광진구 면목로 190

광진구 면목로 128

광진구 면목로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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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면목로 173

광진구 용마산로 46

광진구 긴고랑로 115

광진구 용마산로 8

광진구 영화사로 20

광진구 용마산로 46

광진구 천호대로 653

광진구 영화사로 30

광진구 천호대로 574

광진구 아차산로 373

광진구 광나루로 538

광진구 자양로 160

광진구 아차산로 373

광진구 광나루로 534

광진구 구의로 23

광진구 광나루로 542

광진구 자양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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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천호대로 671

광진구 자양로 287

광진구 광나루로 529

광진구 자양로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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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아차산로 546

광진구 아차산로 502

광진구 아차산로69길 8

광진구 아차산로 502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

아이쑥쑥소아청소년과

연세재활의학과의원

임성준신경외과의원

지킴내과의원

지킴소아청소년과의원

고은가정의학과의원

건국대학교병원

서울가정의원

성동주민의원

연세어울림이비인후과

이(e)누리내과의원

김소아과의원

늘좋은내과의원

바른본병원

서울내과의원

서울제일연합의원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

한성욱내과의원

화양본내과

굿모닝의원

김신응내과의원

뿌리신경외과의원

서소아과의원

서울이비인후과의원

서중산내경내과의원

연세미초롬의원

참사랑가정의학과의원

최이비인후과의원

퀸산부인과의원

혜민병원

강남훈내과의원

상일정형외과의원

성동고려의원

아산한빛의원

예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

자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정문호소아과의원

24시열린의원

가족애내과의원

명소아청소년과의원

박상내과의원

서울엠비(MB)내과의원

최진소아청소년과의원

키즈엘소아청소년과의원

늘푸른연세의원

서울현대정형외과의원

신일외과의원

아산박내과의원

조내과의원

452-7787

456-6119

452-7518

454-5788

2201-2210

2201-2260

463-3159

1588-1533

469-8050

498-4353

465-9700

462-5558

467-6975

462-7832

1577-9844

468-8171

466-7275

2244-5161

466-4189

464-4177

456-1600

454-5080

454-7575

444-3106

455-7700

2201-4075

444-6326

2201-6663

457-2002

457-3575

453-3131

3437-7582

444-3330

453-1102

444-5764

447-0098

446-4375

446-1161

455-2475

455-2860

455-1194

458-2727

466-9100

447-6610

468-2020

461-2598

466-3119

466-8397

464-1960

498-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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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나루로 604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광진구 광나루로 614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광진구 능동로13길 39

광진구 능동로 120-1

광진구 아차산로29길 51

광진구 아차산로 237

광진구 아차산로 241

광진구 아차산로 241

광진구 군자로 86

광진구 천호대로 548

광진구 능동로 261

광진구 광나루로 351

광진구 군자로 79

광진구 능동로 209

광진구 군자로 85

광진구 군자로 73

광진구 자양로9길 77

광진구 자양로15길 18

광진구 자양로 65

광진구 뚝섬로 631-1

광진구 자양로 95

광진구 자양동 631-34

광진구 자양로 13길 47

광진구 자양로15길 9

광진구 자양로 113

광진구 자양로 65

광진구 자양로 85

광진구 뚝섬로 56길 46

광진구 자양로 42

광진구 자양로 43

광진구 자양로 42

광진구 자양로 88

광진구 뚝섬로 596

광진구 자양로 48

광진구 능동로 90

광진구 뚝섬로 559

광진구 뚝섬로 552

광진구 뚝섬로 587

광진구 능동로 18

광진구 뚝섬로 590

광진구 능동로 18

광진구 뚝섬로27길 65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9

광진구 뚝섬로 511

광진구 뚝섬로 498

광진구 뚝섬로 496

중곡1동
(6개소)

구의3동
(6개소)

화양동
(6개소)

군자동
(8개소)

자양1동
(11개소)

자양2동
(7개소)

자양3동
(7개소)

자양4동
(5개소)

중곡2동
(11개소)

중곡3동
(8개소)

중곡4동
(7개소)

구의1동
(8개소)

구의2동
(5개소)

광장동
(5개소)

능 동

의료기관명 행정동전   화주   소의료기관명 행정동전   화주   소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광진구 동별 위탁의료기관 101개소

건우내과의원

다남재활의학과의원

더불어내과의원

연세가정의원

열린이비인후과의원

중곡제일내과

누리이비인후과의원

독일의원

명이비인후과의원

샤인소아청소년과의원

신성내과의원

이(e)서울내과의원

이화소아청소년과의원

전영미산부인과의원

정이비인후과의원

큰열매여성의원

현대정형외과의원

365한국신통의원

가족보건의원

닥터스마일의원

닥터훈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삼성정형외과의원

신혜성의원

아가사랑소아청소년과

연세다인의원

김종웅내과의원

노태영내과의원

삼성열린내과의원

송소아과의원

엄민숙소아청소년과의원

유앤장이비인후과의원

중곡연세가정의학과의원

새롬소아과

고려H내과의원

김요한의원

김형준가정의학과의원

드림이비인후과의원

서울라파의원

서울엘리트가정의원

장미영내과의원

항석내과의원

구의중앙의원

비타민의원

아이코이비인후과의원

참조은의원

해맑은소아과

권소아과의원

글로벌가정의학과의원

수가정의학과의원

어광수가정의학과의원

이내과의원

466-2622

467-5728

469-7577

463-0875

461-7505

499-8275

452-0088

456-2079

444-4322

562-8275

446-8293

456-0075

456-5667

454-2963

456-4503

454-3572

458-1070

499-0906

467-8913

467-3650

465-9088

498-5505

3409-5511

465-9813

467-1532

455-4038

454-0849

456-8575

456-1426

455-6025

447-0077

3436-8878

2201-3582

3437-3337

457-2114

447-9009

6248-3100

457-6110

2201-3375

2201-3020

454-9114

458-7524

446-8881

453-1920

455-5601

3437-3722

454-7780

458-6290

3436-1117

3436-0511

458-6400

광진구 면목로 113-1

광진구 천호대로 527

광진구 긴고랑로 41

광진구 면목로 130

광진구 면목로 126

광진구 면목로 127

광진구 천호대로 561

광진구 천호대로 561

광진구 용마산로 5

광진구 용마산로 57

광진구 능동로 378

광진구 용마산로 5

광진구 천호대로111길 19

광진구 천호대로 635

광진구 용마산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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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면목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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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의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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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

아이쑥쑥소아청소년과

연세재활의학과의원

임성준신경외과의원

지킴내과의원

지킴소아청소년과의원

고은가정의학과의원

건국대학교병원

서울가정의원

성동주민의원

연세어울림이비인후과

이(e)누리내과의원

김소아과의원

늘좋은내과의원

바른본병원

서울내과의원

서울제일연합의원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

한성욱내과의원

화양본내과

굿모닝의원

김신응내과의원

뿌리신경외과의원

서소아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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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산내경내과의원

연세미초롬의원

참사랑가정의학과의원

최이비인후과의원

퀸산부인과의원

혜민병원

강남훈내과의원

상일정형외과의원

성동고려의원

아산한빛의원

예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

자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정문호소아과의원

24시열린의원

가족애내과의원

명소아청소년과의원

박상내과의원

서울엠비(MB)내과의원

최진소아청소년과의원

키즈엘소아청소년과의원

늘푸른연세의원

서울현대정형외과의원

신일외과의원

아산박내과의원

조내과의원

452-7787

456-6119

452-7518

454-5788

2201-2210

2201-2260

463-3159

158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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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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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663

457-2002

457-3575

453-3131

3437-7582

444-3330

453-1102

444-5764

447-0098

446-4375

446-1161

455-2475

455-2860

455-1194

458-2727

466-9100

447-6610

468-2020

461-2598

466-3119

466-8397

464-1960

498-6144

광진구 아차산로 478

광진구 광나루로 604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광진구 광나루로 614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광진구 능동로13길 39

광진구 능동로 120-1

광진구 아차산로29길 51

광진구 아차산로 237

광진구 아차산로 241

광진구 아차산로 241

광진구 군자로 86

광진구 천호대로 548

광진구 능동로 261

광진구 광나루로 351

광진구 군자로 79

광진구 능동로 209

광진구 군자로 85

광진구 군자로 73

광진구 자양로9길 77

광진구 자양로15길 18

광진구 자양로 65

광진구 뚝섬로 631-1

광진구 자양로 95

광진구 자양동 631-34

광진구 자양로 13길 47

광진구 자양로15길 9

광진구 자양로 113

광진구 자양로 65

광진구 자양로 85

광진구 뚝섬로 56길 46

광진구 자양로 42

광진구 자양로 43

광진구 자양로 42

광진구 자양로 88

광진구 뚝섬로 596

광진구 자양로 48

광진구 능동로 90

광진구 뚝섬로 559

광진구 뚝섬로 552

광진구 뚝섬로 587

광진구 능동로 18

광진구 뚝섬로 590

광진구 능동로 18

광진구 뚝섬로27길 65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9

광진구 뚝섬로 511

광진구 뚝섬로 498

광진구 뚝섬로 496

중곡1동
(6개소)

구의3동
(6개소)

화양동
(6개소)

군자동
(8개소)

자양1동
(11개소)

자양2동
(7개소)

자양3동
(7개소)

자양4동
(5개소)

중곡2동
(11개소)

중곡3동
(8개소)

중곡4동
(7개소)

구의1동
(8개소)

구의2동
(5개소)

광장동
(5개소)

능 동

의료기관명행정동 전   화 주   소 의료기관명행정동 전   화 주   소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광진구 동별 위탁의료기관 101개소

건우내과의원

다남재활의학과의원

더불어내과의원

연세가정의원

열린이비인후과의원

중곡제일내과

누리이비인후과의원

독일의원

명이비인후과의원

샤인소아청소년과의원

신성내과의원

이(e)서울내과의원

이화소아청소년과의원

전영미산부인과의원

정이비인후과의원

큰열매여성의원

현대정형외과의원

365한국신통의원

가족보건의원

닥터스마일의원

닥터훈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삼성정형외과의원

신혜성의원

아가사랑소아청소년과

연세다인의원

김종웅내과의원

노태영내과의원

삼성열린내과의원

송소아과의원

엄민숙소아청소년과의원

유앤장이비인후과의원

중곡연세가정의학과의원

새롬소아과

고려H내과의원

김요한의원

김형준가정의학과의원

드림이비인후과의원

서울라파의원

서울엘리트가정의원

장미영내과의원

항석내과의원

구의중앙의원

비타민의원

아이코이비인후과의원

참조은의원

해맑은소아과

권소아과의원

글로벌가정의학과의원

수가정의학과의원

어광수가정의학과의원

이내과의원

466-2622

467-5728

469-7577

463-0875

461-7505

499-8275

452-0088

456-2079

444-4322

562-8275

446-8293

456-0075

456-5667

454-2963

456-4503

454-3572

458-1070

499-0906

467-8913

467-3650

465-9088

498-5505

3409-5511

465-9813

467-1532

455-4038

454-0849

456-8575

456-1426

455-6025

447-0077

3436-8878

2201-3582

3437-3337

457-2114

447-9009

6248-3100

457-6110

2201-3375

2201-3020

454-9114

458-7524

446-8881

453-1920

455-5601

3437-3722

454-7780

458-6290

3436-1117

3436-0511

458-6400

광진구 면목로 113-1

광진구 천호대로 527

광진구 긴고랑로 41

광진구 면목로 130

광진구 면목로 126

광진구 면목로 127

광진구 천호대로 561

광진구 천호대로 561

광진구 용마산로 5

광진구 용마산로 57

광진구 능동로 378

광진구 용마산로 5

광진구 천호대로111길 19

광진구 천호대로 635

광진구 용마산로 53

광진구 용마산로 23

광진구 용마산로 67

광진구 면목로 174

광진구 긴고랑로13길 62

광진구 능동로51길 44

광진구 면목로 190

광진구 면목로 128

광진구 면목로 147

광진구 면목로 117 

광진구 면목로 173

광진구 용마산로 46

광진구 긴고랑로 115

광진구 용마산로 8

광진구 영화사로 20

광진구 용마산로 46

광진구 천호대로 653

광진구 영화사로 30

광진구 천호대로 574

광진구 아차산로 373

광진구 광나루로 538

광진구 자양로 160

광진구 아차산로 373

광진구 광나루로 534

광진구 구의로 23

광진구 광나루로 542

광진구 자양로 201

광진구 자양로 285

광진구 천호대로 671

광진구 자양로 287

광진구 광나루로 529

광진구 자양로 288

광진구 아차산로 502

광진구 아차산로 546

광진구 아차산로 502

광진구 아차산로69길 8

광진구 아차산로 502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

아이쑥쑥소아청소년과

연세재활의학과의원

임성준신경외과의원

지킴내과의원

지킴소아청소년과의원

고은가정의학과의원

건국대학교병원

서울가정의원

성동주민의원

연세어울림이비인후과

이(e)누리내과의원

김소아과의원

늘좋은내과의원

바른본병원

서울내과의원

서울제일연합의원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

한성욱내과의원

화양본내과

굿모닝의원

김신응내과의원

뿌리신경외과의원

서소아과의원

서울이비인후과의원

서중산내경내과의원

연세미초롬의원

참사랑가정의학과의원

최이비인후과의원

퀸산부인과의원

혜민병원

강남훈내과의원

상일정형외과의원

성동고려의원

아산한빛의원

예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

자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정문호소아과의원

24시열린의원

가족애내과의원

명소아청소년과의원

박상내과의원

서울엠비(MB)내과의원

최진소아청소년과의원

키즈엘소아청소년과의원

늘푸른연세의원

서울현대정형외과의원

신일외과의원

아산박내과의원

조내과의원

452-7787

456-6119

452-7518

454-5788

2201-2210

2201-2260

463-3159

1588-1533

469-8050

498-4353

465-9700

462-5558

467-6975

462-7832

1577-9844

468-8171

466-7275

2244-5161

466-4189

464-4177

456-1600

454-5080

454-7575

444-3106

455-7700

2201-4075

444-6326

2201-6663

457-2002

457-3575

453-3131

3437-7582

444-3330

453-1102

444-5764

447-0098

446-4375

446-1161

455-2475

455-2860

455-1194

458-2727

466-9100

447-6610

468-2020

461-2598

466-3119

466-8397

464-1960

498-6144

광진구 아차산로 478

광진구 광나루로 604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광진구 광나루로 614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광진구 능동로13길 39

광진구 능동로 120-1

광진구 아차산로29길 51

광진구 아차산로 237

광진구 아차산로 241

광진구 아차산로 241

광진구 군자로 86

광진구 천호대로 548

광진구 능동로 261

광진구 광나루로 351

광진구 군자로 79

광진구 능동로 209

광진구 군자로 85

광진구 군자로 73

광진구 자양로9길 77

광진구 자양로15길 18

광진구 자양로 65

광진구 뚝섬로 631-1

광진구 자양로 95

광진구 자양동 631-34

광진구 자양로 13길 47

광진구 자양로15길 9

광진구 자양로 113

광진구 자양로 65

광진구 자양로 85

광진구 뚝섬로 56길 46

광진구 자양로 42

광진구 자양로 43

광진구 자양로 42

광진구 자양로 88

광진구 뚝섬로 596

광진구 자양로 48

광진구 능동로 90

광진구 뚝섬로 559

광진구 뚝섬로 552

광진구 뚝섬로 587

광진구 능동로 18

광진구 뚝섬로 590

광진구 능동로 18

광진구 뚝섬로27길 65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9

광진구 뚝섬로 511

광진구 뚝섬로 498

광진구 뚝섬로 496

중곡1동
(6개소)

구의3동
(6개소)

화양동
(6개소)

군자동
(8개소)

자양1동
(11개소)

자양2동
(7개소)

자양3동
(7개소)

자양4동
(5개소)

중곡2동
(11개소)

중곡3동
(8개소)

중곡4동
(7개소)

구의1동
(8개소)

구의2동
(5개소)

광장동
(5개소)

능 동

의료기관명 행정동전   화주   소의료기관명 행정동전   화주   소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광진구 동별 위탁의료기관 10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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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광진구 위기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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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5월)  

소득 감소 가구이면서 타 복지급여 및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가구기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지원금액 가구당 50만 원  

신청기간  

인터넷/모바일  5월 28일 22시까지 

http://bokjiro.go.kr, m.bokjiro.go.kr 이용 

주민센터 방문 6월 4일 18시까지 

지급일 6월 말 예정 

문의 한시생계지원사업 콜센터 ☎ 450-6695~6

한시 생계지원 

지급 예정인 광진구 추가 자율지원금

종교시설 방역 지원 시설당 100만원 문화체육과 ☎ 450-7577 6월 중 지급예정

고시원 시설 물품 지원 시설당 50만원 건    축    과 ☎ 450-7735 6월 중 지급예정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신청기간  7월 30일까지  

※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 문자 수신 후 신청

신청방법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http://서울활력자금.kr) 

온라인 신청 

지원규모  집합금지 업종 최대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 60만원 

문의 지역경제과 ☎ 450-7317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2,000만 원 한도, 1년 간 무이자

신청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문의  광진구 내 국민은행(3437-9260),  

신한은행(2201-9004), 하나은행(457-1111) 

취급은행 광진구 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

문의 지역경제과 ☎ 450-7059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구비 

100% 

지원대상  만 19~34세 광진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지원규모 1인당 50만 원(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접수기간 6월 30일 18시까지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개별신청

선정결과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약 3주 소요) 

※ 군필자도 군복무기간 공제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 

(서울시 자치구 중 광진구만 지급)

문의 아동청년과 ☎ 450-6690~2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구비 

100% 

지원대상  작년 3월 22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 신고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90일 이상 영업한 경우) 

신청기간  8월 15일까지(온라인 신청) 8월 13일까지 

(구청 인허가 부서 방문 신청, 평일 9시~18시)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여소통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신청하기 

지원규모 업체당 50만 원 ※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

문의 지역경제과 ☎ 450-7315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구비 

100% 

구비 

100%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어르신 요양시설,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은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 장애인시설, 평생교육센터, 아동보호시설, 사립유치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지원은 완료되었습니다. 



‘더 안전한’ 광진은 사소한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며   

각종 재난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로부터 구민을 지킵니다.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번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1년 5월 15일~10월 15일(5개월)

위       치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문        의 치수과 ☎ 450-1415

〈주요 추진사항〉 

• 수방시설 및 풍수해취약지역 점검

• 이재민 구호물자 비축 및 임시거주시설 40개소 운영

• 재난 대비 모의훈련으로 대응역량 강화

• 하천 고립사고 방지 대책 강화(중랑천 조기 통제)

•  풍수해 콜센터 운영(450-1692~4)  

※ 비상단계 1단계 이상 발령 시

풍수해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운영기간 2021년 5월 21일~9월 30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운영

운영시간  일반쉼터 9시~18시,  

연장쉼터 9시~21시(폭염특보 발령 시)

설치현황  경로당 71개소, 주민센터 15개소, 복지시설 및  

기타 11개소 등  

※ 쉼터 내 구급상자, 쿨매트,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문        의 어르신복지과 ☎ 450-1540 또는 각 동주민센터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운영기간 2021년 5월 20일~9월 30일

운영내용 폭염 상황관리 및 구민(취약계층) 보호

문        의 도시안전과 ☎ 450-1471

2021년 풍수해/폭염 재난안전대책 추진2021년 풍수해/폭염 재난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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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독거가구 등 중점관리 대상 

방       법  통장, 복지도우미 등 인적자원 활용 방문·안부확인

추진내용  평시 주 1회, 폭염기간 주 2~3회 확대 방문 

문        의 복지정책과 ☎ 450-1455 또는 각 동주민센터

무더위 취약계층 방문 확대

폭염 대비 상황관리 TF 운영

더 안전한 광진더 안전한 광진더 안전한 광진더 안전한 광진더 안전한 광진더 안전한 광진더 안전한 광진더 안전한 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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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태양광 기술을 접목하여 기후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그늘막 &  스마트 그늘막 &  
말하는 그늘막 운영말하는 그늘막 운영

미래 환경까지 고려한 미래 환경까지 고려한 
안전한 어린이집안전한 어린이집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시설 환경을 

개선합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 범죄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된 군자동 ‘빛담길’. 우리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15개 전 동을 대상으로 CPTED(환경 

정비를 통한 범죄 예방 설계기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2021년, 생활 속 안전지수가 

 더욱 높아져요

여성안심화장실 설치
칸막이 상하단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불법촬영 

점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중화장실 이용 시의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키트 지원

독거 어르신 가구, 조손·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생존용품(평상시에는 벽걸이형 

달력으로 사용)을 지원합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생활 속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상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전거단체보험
모든 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사고 

피해를 보상합니다.

전 구민 자동가입

전 구민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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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맘택시’는 임산부나 아기가 있는 가정

이 병원 진료 시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 수단입니다. 올해 

광진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5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4일 광진구와 위탁사업자(동부교통 컨소시

엄) 간 협약을 체결, 13일부터 본격적인 운

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용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

부 및 12개월 이하 아기를 둔 가정이며, 한 

가정당 연간 7만원 상당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맘택시 

전용 메일(gjmom@gwangjin.go.kr)로 신

청서 제출 후 앱(i.M택시)을 설치해 이용 가

능하며, 이후 진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

면 됩니다. 

앞으로도 광진구는 구민의 요구를 파악해 

일상 생활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

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안과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진맘택시가 5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0월 21일 시행을 앞둔 개정 도로교

통법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

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차를 금

지합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도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구

역의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면은 

11개 동에 걸쳐 17개소, 총 174면입니다. 지

난 해 62면을 삭제했으며, 올해 시행일 전

까지 남은 면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감소됨에 따라 구민 

불편이 늘어날 것을 감안, 부설주차장 방문 

개방과 주차공유제 등의 주차공간 확보 대

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주차면 폐지인 만큼, 다소의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구민 여러분의 이해

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면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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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를 대표하는 소셜미디어 캐릭터, ‘광

이’와 ‘진이’가 친근한 조형물로 탄생했습

니다. 조형물의 위치는 군자동 49-20번지 

앞 교통섬으로, 2021년 구 주민참여예산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조형물은 캐릭터의 특성은 

살리되 주변 교통 흐름이나 안전을 방해하

지 않는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야외에 설

치되는 만큼 강하고 가벼우며 녹슬지 않는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소재를 사용해 통

통 튀는 외형과 내구성을 함께 갖췄습니다. 

받침 기둥에 삽입된 ‘따뜻한 정이 넘치는 

군자동’ 문구처럼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

을 갖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잠깐의 휴식을 

줄 수 있는 동네 명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

니다. 

광진구 캐릭터 <광이진이> 
조형물을 만나보세요

NEWS 4

광진구는 이번 달부터 만 6세~18세의 어

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교통

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난 5월 7일 관계

사인 ㈜리앙커뮤니케이션즈, ㈜티머니와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

니다. 

지원 금액은 관내 이동 목적의 마을버스 사

용 금액으로, 연간 어린이 8만 원, 청소년 

16만 원 한도입니다. 카드정보와 개인정보

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이 분기별로 정산되어 티머니 마일리

지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중교통 활

성화를 통한 환경 보호에도 일조하고, 코로

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부담을 조

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을버스 무상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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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알리미

주차장을 개방, 공유하는 구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참여대상	 	1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

혜        택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주차장 시설 개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 지급

교통행정과 ☎ 450-7953

나눠 쓰고 혜택 받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세요

교통행정과 ☎ 450-7924 

일상 생활 속 사고 시

구민생활안전보험 
청구하세요!

자전거 사고 시 
자전거 단체보험 청구하세요!

2021년 경제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조 사 대 상	 	광진구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기간 및 방법〉

온    라    인	 	2021년 6월 14일~7월 9일(26일간),  

PC와 모바일 등을 활용해 조사표 작성

방 문 면 접  2021년 6월 16일~7월 30일(기간 중 33일간),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스마트정보과 ☎ 450-7212
도시안전과 ☎ 450-7730

광진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 시 신청하세요! 

보장기간	 	2021년 1월 27일~2022년 1월 26일  

※ 보장기간 기준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장내용	 	국내 자전거 사고 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비용 3,000만 원 한도 

신청방법	 	사고 발생 시 보험사( DB 손해보험 ) 신청  

전화 1899-7751 팩스 0505-137-0051 

메일 a18997751@hanmail.net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각종 사건사고 시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 시 신청하세요!  

보장기간	 	2021년 2월 1일~2022년 1월 31일 

보장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 (1인당 2백만 원 한도) 

신청방법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에 직접 청구 

전화 1666-4912 팩스 0504-889-0739 

메일 safety49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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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7월 9일, 18시까지

지원대상	 		20명 이상의 체육단체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 광진구 소재 기업의 직장 동호회 

 - 광진구체육회 종목별 협회 

신청방법	 광진구체육회(광진구청 보건소 5층) 방문 신청

지원기준	 	관내	공공·학교 체육시설 1개월 이상 정기 사용 

(상반기 한시적 적용기준)

지원범위	 예산 범위 내 실제 납부 사용료의 30~50% 

문화체육과 ☎ 450-7587  광진구체육회 ☎ 450-1669~70

공공·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

구민의 평생 학습을 책임지는

2021년 제3회 
광나루 아카데미 개최

환경과 ☎ 450-7335

일        시	 2021년 6월 17일 오후 3시

참여방법	 	현장: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선착순 90명 입장) 

온라인: 광진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강        사	 박상미(‘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

강의주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  강  료	 무료

신청방법	 광진평생교육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신청

교육지원과 ☎ 450-7538

구    분 주택형 베란다형

신청기간 5월 31일~예산 소진 시 상시

신청방법 www.sunnyseoul.com

www.sunnyseoul.com 

태양광 콜센터 

(1566-0494)또는

개별 보급업체(19개소) 

지원내용

3kW 설치 시

광진구: 100만 원

서울시: 78만 원

한국에너지공단: 230만 원

광진구: 5만 원

서울시: 용량별 상이

(690원/w~1,180원/w)

자부담금
3kW 설치 시

524,000원

용량별 상이

(4만 9천 원~65만 원)

설치방법 서울시 지정 보급업체를 통한 설치 

내가 쓰는 에너지,  
직접 만들어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설치대상  반지하, 지하 주택  

※ 상가 제외

설치기간  2021년 7월까지(우기 전 집중 설치 예정)

설치비용  무료 

신청방법  광진구청 치수과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

치수과 ☎ 450-7894

사용료 

지대가 낮은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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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무대를 확장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용대상  일반 구민, 문화예술인(개인·단체),  

문화예술 단체·기관 등

제공내용  공연 및 전시 정보, 문화예술강좌 정보, 

공모전·채용소식 등

주        소 www.munhwaon.or.kr   문화체육과 ☎ 450-7575

ON
광진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정보로 가득한

을 소개합니다광진문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지원 안내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주민협의체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상시모집

모집대상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거주자·소유자·생활권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제출(re9245@gmail.com) 

 ※ 신청서: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오른쪽 QR코드 스캔 후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자양로18길 31, 3층)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453-9245

광진구 협치사업 발굴과 토론에 
참여할 구민을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2021년 6월 4일까지

행사일정 2021년 6월 16일~17일

참여인원 100명 

신청방법  유선 또는 온라인 

(QR코드 이용)

기획예산과 ☎ 450-7121 

QR코드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관내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신규·갱신·변경·해제 모두 해당) 

신고장소 대상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고방법  방문신청 임대신고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온라인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정보과 ☎ 450-7750

신청대상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접수기간  2021년 6월 18일까지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가격의 80% (20% 자부담)

지원품목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영상전화기 등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http://www.at4u.or.kr) 

방문 및 우편접수: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스마트정보과 

지원대상자 발표 2021년 7월 16일(예정)

문의 ☎ 1588-2670, 스마트정보과 ☎ 450-7215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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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옥외광고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 시설 

※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포함,  

벽보 및 전단은 제외

보  상  액  사망 또는 후유장애: 1억 5천만 원 이상 

상해: 3천만 원 이상  

재산상 손해: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     위반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부과 

2021년 6월은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 사업자 대상 

납부기간  2021년 6월 16일~6월 30일

과세기간  2021년 1월 1일~6월 30일

납세의무자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2021년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

납부방법  인터넷: 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은행 CD/ATM 기기 납부 

고지서: 표기된 전용계좌 납부 

ARS: 1599-3900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자치회관 프로그램 안내 

운영기간   2021년 6월 1일~12월 31일

교육방법  개인 스마트폰, PC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수  강  료  무료

조금 더 나은 주거생활, 

광진주거복지센터가 도와드려요

지원대상  비주택(고시원, PC방, 쪽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

지원내용  LH를 통한 보증금 지원(최대 1억 1천만 원), 생필품 

지원(20만 원)

광진주거복지센터 ☎ 070-5133-5797 문        의   각 동주민센터

〈동별 프로그램 목록〉 

중곡1동 라인댄스 광장동 요가, 라인댄스

중곡2동 요가 자양1동 요가

중곡4동 야간요가 자양2동 동화클레이

능동 요가 자양3동 요가

구의1동 요가 자양4동 캘리그래피

구의2동 댄스스포츠, 요가 화양동 생활체조

구의3동 시낭송과 인문학 군자동 요가

세무2과 ☎ 450-7442~4

가로경관과 ☎ 450-7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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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이야기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고귀한 나눔, 헌혈에 동참해주세요!

헌혈의 집 건대역센터 안내
위         치 서울 광진구 동일로22길 115(건대입구역 2번 출구)

운영시간  평일 9시~20시  토요일 10시~19시   

일·공휴일 10시~18시 

헌혈 참여  1회시 봉사시간 4시간, 군입대 가산점 인정 

영화관람권·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기념품 제공 ※ 신분증 지참 필수

헌혈의집	건대역센터 ☎ 498-4185

보건위생과 ☎ 450-1907

• 조리 전후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 도시락용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기

• 계곡물이나 샘물 등은 함부로 마시지 않기

• 음식을 실온 또는 자동차 트렁크에 장시간 보관하지 않기

대        상 광진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24명   

 ※ 선착순

기        간 2021년 6월~12월

장        소 자양공공힐링센터 4층 기억키움쉼터

내        용 작업, 음악, 원예치료 등

방        법 소그룹(최대 4인)별 대면교육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광진구치매안심센터 ☎ 450-1316

기        간 연중(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대        상  광진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의 보호자(10명)  

※ 선착순

교육방법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힐링요가 프로그램 안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초여름,

식중독 예방법 알아두세요!

혜         택



교육과 문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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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며 여행과 지리: 세계여행 준비하기

문의 광진정보도서관 ☎ 2049-2913

일       시 2021년 6월 17일~7월 15일, 매주 목요일 10시~12시(총 5회)

교육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

대       상 도서관 회원 100명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2021년 5월 27일~마감 시

한강 문학 살롱 <황인찬 시인과의 만남>에 초대합니다

문의 자양한강도서관 ☎ 456-0048(내선번호 3004) 

일       시 2021년 6월 30일 19시~21시

장       소 ZOOM을 통한 온라인 

대       상 도서관 회원 100명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마감 시

문의 광진문화재단 ☎ 2049-4700

여름비
마르그리트 뒤라스 / 미디어창비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
김은진 / 생각의힘

다양성을	엮다
강호정 / 이음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
정진 / 훈훈

광

진
구립도서관 일반 

추천도서
지친 마음 달래주는 힐링 프로젝트

<동네 한 바퀴>  

일        시 2021년 5월 28일~30일, 6월 4일~5일

장        소 광진구 내 18곳

관  람  료 무료

※ 일시·장소는 우천 및 출연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광진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해 준비한 ‘동네 한 바퀴’는  

집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외 버스킹 공연입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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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치유가 필요할 때

코로나 언덕 높아보이지만 
구민과 함께 오르겠습니다

구민복지 중점 조례안

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린 임시회는 22일 상임위원

회별 상정 안건 심의를 거쳐, 23일 조례안 등 총 7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습니다.

박삼례 의장은 “새 봄의 기운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

나 뵙게 돼 반갑다”며 “구민 여러분께도 따듯한 봄볕이 곳곳에 

스며들기를 희망한다”는 따스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가

족과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은 백신”이라며, 안전한 일상

으로 돌아가기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

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16일은 세월호 7주기였다”며, “광진구

의회는 지난 아픔을 잊지 않고 극복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그 중 의원발의안은 2

건입니다. 발의안 모두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지

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은혜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기본권을 제한 받을 수 있

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충분한 학습권과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고, 박순복의원은 사회적 편견, 교육적 제한 등으로 어려움

에 처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

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처리수 처

분에 관한 기본방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습

니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주변국은 물론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 생명 위협과 생태계 파

괴를 유발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

하기 위해 14명 의원 모두가 공동으로 결의문을 발의했습니다.

광

광진구의회 주요 일정 임시회2 4 4 회

전은혜 의원

박순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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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적 결정 중단 촉구

진구의회는 국제적 우려에도 후쿠시

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

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

의한 박순복 의원은 주변국과 협의 없이 독선

적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를 비판했으며, 박삼

례 의장은 인류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

주요 사업 추진 현장 방문 점검

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주요사업 추진 현장

을 살폈습니다. 위원들은 아차산 일대에 추진 중인 홍

련봉 보루 유적 전시관 건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관계자들로

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시설 건립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현장감 있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대표위

원은 검사기간 동안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검사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검토의견을 제시해 구정 운

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

차별금지를 넘어  
평등으로 가는 첫걸음

진구의회 박순복 의원은 ‘장애인 인권보장 소통’

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인

권 관련 조례안 제정에 앞서 적실성 있는 내용을 담기 위

해 관계자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제점을 

나눴고, 반영해야 할 내용을 적극 피력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간담회를 마치며 박순복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를 

넘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

사와 함께 지속적 공유를 통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이루

어지는 광진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광

광진구의회 소식 전달 채널 식소넷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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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위원회’ 소개 위원회의 회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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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은?

위원회 구성

광진구의회 의정나침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운영과 의회 운

영 전반에 대한 조정 및 관리를 위한 회

의체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열네 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주민의견 청취, 현장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진구의회가 체계적

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칙 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의원

장길천 위원 박순복 위원 박성연 위원 장경희 위원

부위원장 이명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여느 때보다 일찍 봄이 다가와 길가 곳곳에 핀 꽃들이 이

제는 완연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린다. 하지만 미세먼지

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선뜻 집 밖을 나서기

가 어렵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이 유행 될 만큼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가정

에서의 안전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소방서에서는 이제 전열 기구 관련 화재, 음식물 조리 부

주의 화재 등 집안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얼마 전 관내에 한 다세대 주택 지하층에서 발생

한 화재는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발생해 화재 인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져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다.

한편 지난달 3월에는 구의동 다가구주택에서 거주자가 

전기 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두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냄비가 과열되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경보기가 작동했

다.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음 덕분에 이웃 주민이 119에 신

고해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주택화재는 이렇듯 대부분 모두가 잠든 밤 시간, 집을 비

워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기 힘든 상황에 그 피해가 커진

다. 이럴 때 이 손바닥만한 경보기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

을 하는지 알 수 있다. 화재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해 경보

음을 울려서 사람들이 빠르게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므로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소방의 일등 공신인 셈이다. 화재 상황에서의 골든타

임 확보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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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김치경
광진소방서 홍보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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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소방서에서는 매년 홍보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소화

기와 감지기를 배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설치가 어

렵다고 느끼는 어르신 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별도의 시공이 필요 없는 간단한 설치방법, 다음 4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준비물 : 화재경보기, 함께 동봉된 나사, 드라이버

천장에 고정판을 나사로 고정한다.

본체에 배터리 절연지를 떼어낸다.

본체를 돌려서 고정판에 결합한다.

작동버튼을 눌러 경보음을 확인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소방

기구 판매점 등에서 저렴하게(1만 원대)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구매·설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원스톱 설치지원 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연락하면 설치지원과 함께 

소화기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매도 설치도 손쉬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집집마다 24시간 가족들을 지켜주는 소방관

이 있는 든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1 2 3 4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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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장 가까운 너

김은지_구의동

#내사랑반려묘 

#집사라서행복해요

현유진_구의동

#밤산책은 #언제나 

#너와함께

김옥산_중곡동

#봄이오면 #엄마와 #나물캐기

임윤경_자양동

#반려식물 #초록가득 #힐링공간

구민광장 코너에 참여해주세요. 

※ 선정된 작품은 7월호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 채택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6월호 구민광장 주제는 <광진의 야경>입니다. 

밤이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한강의 모습,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런 야경 명소 등을  

글, 사진, 그림 등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보내실 곳  

blossom@gwangjin.go.kr  

(6월 7일까지)  

성함, 거주하시는 동 이름, 

휴대폰번호 3가지를 꼭!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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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와_능동

권지영_자양동

윤예선_군자동

전유주_광장동

어린이날 이벤트 
<광이진이 색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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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주 상품

1 광진침낭(구의2동) 우모침낭

2 데이셀코스메틱(광장동) 화장품

3 동우씨엠(능동) 화장지, 방향제

4 미스터챌린지(구의1동) 시계

5 솔패션명장(군자동) 의류

6 스마트가이(중곡4동) 호신용품

7 스마트에프앤디(구의1동) 학생복

8 에스피아이(광장동) 화장품

9 한국생활건강(능동) 건강기능식품

10 홀로홀릭(화양동) 3D기술

광진구 
우수 중소기업 선정

best

상품 구매 시 많이 이용해주세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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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우리동네 소식

광장동

#생화 반려식물 
화분 나눔
어버이날을 맞아 이웃과 

교류가 적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이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반려식물 화분을 

전했습니다.

자양4동

#봄맞이  
열무김치 나눔
저소득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캠프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전달했습니다. 

화양동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거리 

상담인 ‘썰존’을 진행, 

가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내 

보호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제7회 장미사진 
콘테스트 개최
동을 상징하는 꽃인 

장미를 매개로 주민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인 ‘장미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양3동

구의2동 주민센터가 
임시 동청사로 이전합니다 <따르릉 구삼마을 이야기> 

창간했어요

행복을 담는 구의3동 소식지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임시 동청사로 이전해 운영합니다. 

위 치  광나루로37길 24-6(구의동 66-72), 

MD타워

규 모  지하1층(일부) 및 지상 1~3층(482.85㎡) 

운영기간  2021년 5월 22일~2023년 5월 21일 

(예정) 

이전일시 2021년 5월 28일~29일

업무개시 2021년 5월 31일부터

엠디타워 

광나루로37길 24-6

구의3동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마을 

곳곳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달합니다. 



www.seoul.go.krwww.seoul.go.kr서울이야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
해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
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
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
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
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 위
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
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서울시 아동복
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컨
트롤타워 체제로 연내 전면 개편한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
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
다. 서울대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
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
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
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첫째,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
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

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한
다.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
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

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

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
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상담 등을 One-Stop

으로 지원한다.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
제로 운영된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
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
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

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실행기구로서, 
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
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셋째,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
사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모든 임신•출산•입양초기 부모에게 부모 교육(예비부모 포
함)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
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사진출처: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합니다!



백신접종과 함께

우리의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됩니다.
백신접종과 함께

우리의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됩니다.

백신접종과 함께

우리의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됩니다.

□ 가족 감염

□ 집단 감염

□ 지인모임을 통한 감염
지인끼리 진행한 친목모임,

취미모임에서의 감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 간 감염 

음식점, 병원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감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세요. 

감염 위험 3요소 감염 차단 3단계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모든 사적 모임을 자제해주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소중한 가족을 위해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세요.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450-7090

□ 한 가족 한 사람 검사 받기

□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 받기

□ 사적 모임 자제하기

출입명부시스템 선택하고 활용하세요!

출입명부시스템 선택하고 활용하세요!

출입명부시스템 선택하고 활용하세요!

전자 출입명부 전화 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영세업소나

어르신 다중이용업소인 경우 사용(통신비 광진구 부담)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휴대폰이나

태블릿PC에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매장은 등록 후,

도시안전과(450-7905)로 전화주세요.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KI-Pass)

검색 및 설치

QR코드 활용  080 간편전화 수신자부담 체크인 

광진구는 ‘080 간편전화 체크인’
통신요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기         간

대         상

신청방법

문         의

2021년 5월 ~ 10월 (6개월간)

관내 출입자명부 의무화 업소

광진구홈페이지 www.gwangjin.go.kr 신청

광진구 도시안전과  450-771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