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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

동선과 접촉자 등 
스스로 기입

확진자
관리

의료 키트 지급 관리의료기관 연계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 60세 이상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 자’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면역저하자

0~5세 소아키트 지급

- 6~12세 요청 시 지급

키트 미지급

-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 감시)

확진자 동거가족 중 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

-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접촉자
관리

※ 2022.2.23.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달라진 확진자·격리자 관리 체계

안내 문자
전송

동네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처방(주간)  ※ 의료기관 목록 24면(뒤표지) 참고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09:00~21:00)
☎ 02)450-7777(대표전화)
450 - 2888 / 2874 / 2820 / 2871 / 2875 / 2873

의료상담센터(주·야간)  서울동부병원 ☎ 02)920-9147

시립어린이병원  ☎ 070-4746-1360 (09~21시)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문자접수)
 ☎  010-7495-9056/010-7463-9057/010-9229-4585
평 일  09~21시    주말/공휴일  09~18시

※ 주간에는 동네 소아과 전화 상담·처방 가능

검체채취일 포함 7일차 24:00 자동 해제

접촉자는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격리 6~7일차) 음성 조건

확진자·접촉자

격리 해제

격리 제외 대상자

격리 대상자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생활화합시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소아전용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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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 참여

3밀(밀폐,밀집,밀접)환경에서
KF80이상 마스크 쓰기

대면접촉
줄이기

60세 이상 고위험군
의심증상시 PCR검사

일반 의심증상자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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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19.~3.13.)

신속항원검사 안내

����

����

����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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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 1인 단독이용 가능)

■ 청소년 방역패스 4월로 연기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증명 목적을 위하여 QR코드 운영은 유지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 :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안마소

(QR,안심콜,수기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사 소견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확진자 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키트 지참)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이 아닌 자

- 단순 검사희망자

- 방역패스(음성확인서) 발급 희망자

※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목록 24면(뒤표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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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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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18시 이후, 토/일요일 13시 이후는 광진광장을 이용해주세요.

������ 증빙자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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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목록 24면(뒤표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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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일

반 검사자가 코로나19 진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청 입구에 

‘신속항원검사소’를 설치하고 1월 2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을 특징으로 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

산에 따라 개편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체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광진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진구보건소  ☎ 450-7090

광진은 지금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 운영

재택치료 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신속항원검사소 설치 운영

새로운 검사 체계에 발맞추어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체계가 재

택치료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효율적인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광

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나누어져 있던 보건소 감염병 업무 공간과 행정지원 업무 공간을 

대강당으로 일원화하고, 급증하는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기 위해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재택치료전담TF는 기존 재택치료 환자들의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병상 대기자의 관리체계를 보강하여 24시간 

응급환자 병상 배정 및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감염병총괄반 및 ▲감염병관리팀은 코로나19 대응 총괄을  

▲기초역학조사반은 확진자 기초조사와 병상 배정 및 재택치료 분

류를 맡고 ▲상황관리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자가격

리자 모니터링반은 자가격리자 관리를 총괄합니다. ▲코로나19 콜

센터는 민원처리와 백신예약 관리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전담팀  ☎ 450-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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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4동  

독서실 운영

우리 동네 10분 거리, 청소년 전용 학습 공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자양4동에 청소년 전용 학습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양4동 독서실은 서울시와 광진구가 함께하는 ‘10분 동네 생활 SOC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2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상 4층 규모에 열람실 총 58석(2층 여자열람실, 3층 남자열람실, 각 29석)

과 커뮤니티실(4층)로 구성되어 집중형·개방형 공간이 어우러진 학습 환경

을 제공합니다.

자양4동 독서실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 450-7366

위        치  뚝섬로30가길 4

규        모   지상 4층(대지 151㎡, 연면적 276.49㎡)

운영시간   10:00 ~ 22:00 

※ 1·3주 월요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1일 300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지원 실시

연 1.5% 저금리로 최대 1억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중

소기업육성기금 총 30억 원 중, 상반기에 15억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

체는 제외됩니다.

융자지원은 업체당 3천만 원~1억 원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 이후 연 

1.5%로 인하했던 저금리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고,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

할 상환을 조건으로 합니다.

2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국민은행 광진

구청지점을 방문하여 융자한도와 담보 등 사전심사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별도로 ‘광진형 소상공인 무이자·무보증료 특

별보증 융자지원’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 450-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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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만나요!
개관 및 새 단장하여 찾아오는 광진구 복지·문화 시설

지하2층~지상5층

공공업무시설, 도서관 등

자치행정과  ☎ 450-7144

지상2층

열람실, 북카페, 커뮤니티실, 야외쉼터 등

공원녹지과  ☎ 450-7773

노후 시설물·식재 공간 정비,

휴게 시설 확충, 경관 조명 신설

공원녹지과  ☎ 450-7773

군자동 복합청사 개관
면목로 13

아차산 숲속도서관 건립
워커힐로 127

아차산 생태공원 재정비
광장동 5-117번지 일대

3월 6월 11월

기획특집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구민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원제도&시설
2022년 광진구 생활 꿀팁,

첫만남이용권 신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방문), 복지로·정부24(온라인)

대      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2022.1.1.출생아부터)

지      원  1인당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사용기간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4.1.부터 지급(1~3월 사전신청자는 2023.3.31.까지 사용)

가정복지과  ☎ 450-7590

광진아이 인생첫컷 지원 신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방문)    신청기간  ~2022. 3. 16.

대      상  광진구에 주민등록 된 2021년 1월 이후 출생아 600명

지      원  첫돌 사진 촬영비 1인당 10만 원

일      정  대상자 선정(3. 31.)→지원금 청구(4. 1.~12. 31.)

가정복지과  ☎ 450-7554

광진맘택시 확대 지원

신청방법  앱(i.M택시) 가입 후 증빙 자료 등록

대      상  광진구 임신부 및 24개월 이하 영아가정

지      원  아동(태아) 1인당 연간 10만 원 택시 이용권

이용목적  병원진료 등 건강관리, 육아생활 지원시설 이동 및 귀가

가정복지과  ☎ 450-7566

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 신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방문) ※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대      상  광진구 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      원  가구당 20만 원 이내 이사 비용(실비) 지급

기      준  2022년 1월 이후 임대차 계약부터(2년에 1회 지원)

사회복지장애인과  ☎ 450-7619

어린이 문화·복지 시설 운영 신설

위      치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3~4층

시      설  •어린이공연장  공연 및 전시, 교육·강연 등 ※ 4월 개관 예정 

 •꾸미팡팡놀이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벤트 방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

(재)광진문화재단  ☎ 2049-4700 / 육아종합지원센터  ☎ 467-1827

더나은삶  맞춤복지

50+ 인턴십 확대 운영

대      상  광진구 50+세대

지      원   관내 기업 및 요양보호시설과 매칭하여 인턴십 근무  

기회 제공

급      여  시급 10,766원(2022년 광진구 생활임금)

어르신복지과  ☎ 45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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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땡겨요’ 출시 신설

이용방법  스마트폰 앱 ‘땡겨요’ 설치

지      원   광진땡겨요 전용 상품권 발행 

•발행일: 2022. 3. 2.(수) 11시 

•할인율: 15% (월 할인구매 한도 5만 원) 

•구입방법: 광진사랑상품권과 동일

지역경제과  ☎ 450-1775

소상공인 무이자·무보증 특별융자 지원

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 1577-6119)

대      상  광진구 소재 사업장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      원   자금융자 및 특별보증, 1년간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보증한도 업체당 2천만 원, 연 2% 변동금리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 분할 상환

지역경제과  ☎ 450-7059

미취업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신설

신청방법  top100@gwangjin.go.kr(메일), 일자리정책과(방문)

신청기간  매월 1일 ~ 7일

대      상   광진구에 주민등록 된 만 19~34세 청년(88~03년생)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건보료 기준)에 속한 자

지      원  2022년 실시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응시료 실비 지원

일자리정책과  ☎ 450-7068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구매방법   앱 설치 후 구매 

(결제앱: 서울pay+/신한쏠/티머니페이/머니트리)

지원혜택 • 할인율 10% (월 할인구매 한도 70만 원)

                     • 소득공제 30%

사 용 처  광진구 제로페이 가맹점(5년 내 사용)

지역경제과  ☎ 450-7315

살맛나는  활력경제

구민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

신청방법  보험사 청구(☎ 1661-4326)

대      상  주민등록 된 광진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      원  1인당 70만 원 한도 상해 사고 의료비 보장

보장범위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 치료, 입원 등 

※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제외(홈페이지 참고)

보장기간  2022. 2. 1. ~ 12. 31.(3년 내 청구)

도시안전과  ☎ 450-7306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단체보험 확대

신청방법  보험사 청구(☎ 1899-7751)

대      상  주민등록 된 광진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      원   국내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발생 시 

담보 내용에 따라 보상 ※ 공유전동킥보드업체 PM사고 제외

보장기간  2022. 1. 27. ~ 2023. 1. 26.(3년 내 청구)

교통행정과  ☎ 450-7924

‘재택치료자 가족’ 안심숙소 운영 신설

신청방법  최초 모니터링 시 요청 또는 전화 신청

대      상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PCR검사 결과 음성인 재택치료자의 가족

지      원  전용 안심숙소(중곡동) 숙박료 전액

재택치료전담팀  ☎ 450-2802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 확대 운영

대      상  함께 주민등록 된 자가격리자의 가족·동거인

지      원   ➊ 광진구 내 일반숙소 1박당 3만 원 지원(최대 6박) 또는 

➋  전용 안심숙소 4개소(군자·자양·화양·중곡)  

숙박료 30% 현장 할인, 청구 시 잔액 지원(최대 9박) 

도시안전과  ☎ 450-7908 (전화 신청)

골목길 소방도로 불법주차 스마트알리미 신설

대 상 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긴급 차량 통행이 힘든 골목길 

(중곡4동, 자양4동 시범 설치)

내      용  CCTV와 IoT 연결하여 불법 주정차 실시간 감지·알림

설치기간  2022년 2월 ~ 6월

교통지도과  ☎ 450-7977

구민안심  생활안전

안전강화를 위한 스마트폴 구축 신설

대 상 지  교통량, 보행자 활동 등 감안하여 선정

내      용   도시미관 및 보행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보안등·교통신호등·CCTV 등의 장비를 한곳에  

부착할 수 있는 차세대 지주 설치

스마트정보과  ☎ 450-7231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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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문화교육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신설

신청방법  gwangjin.espot.kr(온라인)

대      상  광진구 초·중·고 학생

지      원   수강료(6만 원) 전액 및 일부 지원 

(저소득층: 무료, 일반: 자부담 2만 원) 

※ 교사1:학생3, 1주 90분, 2개월 과정

광진구 화상영어학습 고객센터  ☎ 1644-4631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확대 지원

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

대      상  초·중·고(고등기술), 특수, 각종 학교 신입생

지      원   초등 20만 원 + 중·고등 30만 원 ※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사용범위  의류(일상의류·교복·생활복·체육복), 도서(학교권장도서)

교육지원과  ☎ 450-7168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원

대      상  관내 초·중·고 + 유치원생(3월부터)

내      용   교육청 및 서울시와 함께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제공 

교육지원과  ☎ 450-7191

광진형 찾아가는 스마트 정보화교육 신설

대      상  광진구 장·노년층 및 정보소외계층

방      법  경로당, 복지관, 자활센터 등 현장 방문

내      용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스마트정보과  ☎ 450-7214

구민만족  소통행정

‘아차산메아리’ 점자 소식지 발행 신설

내      용   「아차산메아리」의 주요 구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점자로 발행

비치장소   시각장애인 쉼터, 구청·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 구독 신청자 대상 우편 발송

홍보담당관  ☎ 450-7274

온라인 세무민원상담서비스 제공 신설

대      상  취득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 상담 민원인

내      용   비대면 화상 상담(ZOOM) 및 실시간 온라인 채팅 상담 

(카카오톡 채널)

세무1과  ☎ 450-7382

QR코드 발급을 통한 음식점 정보 제공 신설

대      상   광진구 내 모든 식품접객업소 

※ 등록을 위해 업주 휴대전화 인증 필요

내      용   음식점 외부에 인쇄물로 공개하는 가격표를 QR코드로 제공

(메뉴가격, 업체 단속이력, 모범/착한가격업소 정보 등)

스마트정보과  ☎ 450-7231

주정차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신설

내      용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대신 납세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전자 송달 

(개인정보 노출 방지, STAX 과태료 납부 연결)

교통지도과  ☎ 450-7987

7월~

2022년, 개선되고 달라진

광진구의 135개 사업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2.19.~3.13.)

사적모임 6인 제한  |  영업시간 오후 10시 까지

코로나19 최고의 해법은코로나19 최고의 해법은
백신접종과과  마스크 착용

기획특집

중랑천 화장실 설치 신설

위      치  중랑천(제방길) 삼족오 육교 앞

내      용   중랑천 산책로 및 체육공원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

설치기간  2022년 4월 ~ 6월

치수과  ☎ 450-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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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기        간  2022년 2월 7일~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폐업한 소상공인  

일정시간 이후 영업 못하게 했던 업종(노래방, 식당,  

카페, 학원 등)

내        용  현금 50만 원 지원(계좌이체), 기수혜자 제외

신        청

  온 라 인  광진구청 홈페이지 www.gwangjin.go.kr

  방      문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자양로 116) 

09:00~18:00(12:00~13:00 제외)

제출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지역경제과 ☎ 450-7315

2022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대        상   만 19~34세 광진구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2년내 미취업자 

최종학력 졸업 연도(중퇴·제적·수료)가 2020, 2021, 2022년

내        용  광진사랑상품권 1인당 50만 원 지원

신        청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youth.seoul.go.kr

  ※ 확정된 내용은 3월 중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아동청년과 ☎ 450-7368

구 정 소 식

광진알리미

취약계층 1인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 서비스

대        상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1인 가구(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 가구 등)

내        용  소모품(형광등 등) 교체, 안전 고리 설치, 부분 보수 등  

 • 1회 70,000원 한도(시공비 20,000원 포함), 연 2회 가능

 • 한도 초과 시 초과분 본인 부담

 • 관내 철물점 연계 출장 서비스 제공

신        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장애인과 ☎ 450-7094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 신청

출산 전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하기 위해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        상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 임신부 600명

내        용  1일 4시간 4회 가사 서비스 지원(무료)

  기본서비스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맞춤서비스   식사 제공, 위급 시 병원 동반(상담 시 요청),  

코로나19 관련 소독 등

신        청

  방      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이 메 일  gjmom@gwangjin.go.kr

제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가정복지과 ☎ 450-7554

광진구민을 위한 지원금 신청하세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기        간  2022년 2월 7일~3월 6일

대        상  다음 3가지 조건 충족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인 소상공인

  3)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내        용  사업장별 100만 원 지원(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

  ※  중복 수혜 불가: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 20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 대상,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

신        청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http://서울지킴자금.kr

  ※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접수처 운영(2022년 2월 28일 ~ 3월 4일)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쉼터(자양로 117)

지역경제과 ☎ 450-7314

광진구 제1회 마음캔버스 문안 공모

희망이 담긴 봄, 여름 관련 문안과 이미지를 구민들과 공유하고자합

니다. 광진구의 일상에 희망과 활력을 선물해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        간  2022년 2월 21일~3월 1일

대        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내        용  ‘희망’이 담긴 봄, 여름 관련 아름다운 창작 글귀 및 이미지

형        식  한글 글자 수 30자 이내(띄어쓰기 제외)

방        법  네이버 폼 제출

결과 발표   2022년 3월 25일 

2명 선정(봄 1명, 여름 1명)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안내

홍보담당관 ☎ 450-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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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1인 가구

기        간  2022년 1~12월(예산 소진 시까지) 

내        용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쓰레기 배출 안내문과  

20L 투명 봉투 10장 수령

  ※  2022년 1~2월에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한 1인 가구 중 미수령자는 소급 지급

주소지 동주민센터, 청소과 ☎ 450-7609

1인 가구를 위한 분리배출용 투명 봉투 지원1인가구 방범도어서비스 신청

기        간  2022년 1월~12월

대        상

 • 남·여 1인가구, 법정 한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모녀, 

자매 등)  ※ 자가소유자 제외

 • 필수 광진구 주민등록 대상자 기준, 인터넷 WIFI 주택만 가능 

내        용   1년간 월 사용료(9,900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1년 이내 또는 1년 이후 해지 시 별도 위약금 없음

주요 서비스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 배회자 감지 및 알림, 

24시간 출동서비스 등

신        청  ※ 신청 후 1주일 내 sk쉴더스(전 ADT캡스) 연락 및 별도 설치

  이 메 일  dmswn6154@gwangjin.go.kr

  전      화  ☎ 450-7307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서 다운로드 등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조

도시안전과 ☎ 450-7307

무료

기        간  2022년 1월 10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2012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 필요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내        용   총 5,185대(일반 5,140대/저소득층 45대) 지원 

일반 10만 원/대, 저소득층 60만 원/대

신        청   방문 또는 우편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광진구청 환경과 친환경 보일러 담당자 앞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신청

환경과 ☎ 450-7336

동절기에 중단되었던 EM 발효액 보급이 3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깨끗한 페트병을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에서 받아가세요.

EM발효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해 배합한 용액으로 악취 제거, 수질 정화, 찌든 때 제거 등에 

효과적입니다

 환경과 ☎ 450-7798

3월부터 EM발효액 보급 다시 시작

2022년 1월 29일부터 자양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계약해야합니다.

지        역   자양동 57-90번지 및 200번지 일대(138,602㎡) 

[서울시 공고 제2022-226호(2022. 1. 24.)] 관련

기        간  2022년 1월 29일~2023년 1월 28일(1년)

허가 대상  주거지역 18㎡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허가 신청

  신  청  자 계약 예정 당사자(매도·매수인)

  신청 장소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자양로 117)

  제출 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조

허가 기준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매매, 임대 금지)

위반 시 제재사항

  허가 없이 계약체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형

  이용 목적 미이용 취득가액 10%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알림

부동산정보과 ☎ 450-7742

처리 곤란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대        상  젤아이스팩(고흡수성수지소재)  ※물 소재, 훼손된 아이스팩 불가 

배출 방법  동주민센터(15곳)·전통재래시장(8곳)에 설치된 수거함에 

상시로 배출 가능

재사용 아이스팩 신청 방법 

재활용된 아이스팩을 수거·세척·소독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드립니다.

  • 전화 ☎ 450-7624 신청  

  • 최소 10개 이상 신청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 수령

  • 운반 상자에 10배수 단위로 담아 공급

청소과 ☎ 450-7624

광진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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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6·25 전쟁 무렵부터 1986년까지 전사ㆍ순직한 군인 중 아직 그 

사실이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분이 2,048명입니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과 그 유가족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전사·순직 군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는 길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 확인은?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

「국민마당」 - 「전사·순직군인 유가족찾기 대상」

2,048명의 군인과 유가족을 아신다면?

육군본부 보훈지원과 ☎ 042-550-7387, 7391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 044-200-7374, 7375

담장을 허물어 내 집 주차 공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지원

3월은 2022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부과 대상자  경유 자동차 소유자(2012. 7. 1. 이전 신규등록 차량)

부과 대상 기간  2021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 기간   2022년 3월 16일~31일(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납부 방법  이택스, 은행, 인터넷, 가상계좌, ARS(☎ 1599-3900) 등

부과금 산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환경과 ☎ 450-7801

저소득 장애아가족 응급 진료비 지원

기        간  2022년 1월~12월

대        상   광진구 거주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가구

내        용   긴급 진료에 따른 응급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연간 상한액 30만 원, 횟수 제한 없음

제출 서류  신청서, 응급실진료비영수증, 보험료납입증명서

복지정책과 ☎ 450-7494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실종 후 빠른 귀가를 위한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        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된  

발달장애인 150명(선착순)

내        용  ‘배회감지 손목시계’ 2년간 지원

제출 서류   서비스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의 활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유의 사항  중도 해지, 기기 양도, 명의 이전 불가

신        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장애인과 ☎ 450-7529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신청

기        한  (사전)투표일 전날까지

대        상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 

투표 편의 서비스 및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분

신        청  전화 ☎ 458-2123

확인 사항   선거권자 성명,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 458-2123

대        상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내        용

 • 주차장 조성 및 CCTV 설치 지원(공사 기간: 매년 4월~12월)

 • 1면 기준 900만 원, 추가 1면마다 150만 원 지원(최대 2,800만 원)

  ※  단, 현금 지원이 아닌 구에서 선정한 공사 업체를 통해 지원 범위 내에서 시공 진행하며,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기능 유지 의무

신        청  전화 ☎ 450-7952

교통지도과 ☎ 450-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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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알리미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 신청

기        간  2022년 2월 28일까지

내        용   시설 주요 출입구에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무료 제작 지원

대        상   출입구 높낮이 차가 있는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80개소(약국, 의원, 음식점, 카페, 제과점, 서점 등)

대상 선정   선정 업소 개별 통보(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 및  

준공 연도에 따른 노후시설 우선 지원)

신청 및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장애인과 ☎ 450-7626

광진구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기        간  연중

조        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 소유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

 • 다수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화장실

 •시설물 관리가 잘 되고 남녀 분리가 되어 있는 화장실  

 •상시 또는 정시 개방이 가능한 화장실

내        용   분기별 점보롤, 비누 지원 

연 1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일부 지원 

(대변기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신        청

  방      문  광진구청 청소과(천호대로 788)

  팩      스  02-411-1743

제출 서류  개방화장실 지정동의서

※ 접수 후 현장심사 등을 통해 개별 통보

청소과 ☎ 450-7618

전기차 충전기 설치 희망자 신청

대        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개인, 법인, 사업자)

기        간  2022년 2월 14일~3월 13일

내        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설치 보조금 지원

  ※ 1기당 최대 [급속]1,450만 원 [완속]200만 원 [콘센트형] 60만 원

조        건

  단독주택  주택 거주자 중 전기차 이용자 최소 4~5인이 공동 사용

  공동주택   건물 소유주, 입주자대표회 설치 동의가 완료된 

공동주택 대표 등을 통해 신청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곳

신        청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환경과 ☎ 450-7334

2022 광진구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모집

중곡3동, 중곡4동,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군자동  ※ 중곡1동 추후 개별 모집 예정

주민자치회 분과란?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우리 동네의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실행하는 자발적 주민모임입니다.

대        상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활동하시는 주민 누구나

신        청   해당 동주민센터 내 자치회실 방문하여 분과위원 신청서 작성

문        의

중곡3동 ☎ 450-1053 중곡4동 ☎ 6949-6986 구의1동 ☎ 450-5142 

구의2동 ☎ 6949-6982 구의3동 ☎ 6949-6983 자양3동 ☎ 450-1803 

자양4동 ☎ 6949-6985 화양동 ☎ 6949-6989 군자동 ☎ 450-1870 

광진구마을자치센터 ☎ 6949-6981

교환 비율 변경

※ 종이팩 교환 비율 1kg에서 1.5kg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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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소아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후 선정

 •  성인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 암: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하고 진단, 건강보험료 하위50% 

 •  폐암: 2021년 6월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 건강보험료 하위50%

내        용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부담금(의료급여수급자만) 지원

보건정책과 ☎ 450-195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에 해당

  3)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에 부합

내        용   본인일부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 지원

보건정책과 ☎ 450-195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비용
한시적 지원 사업 연장

기        간  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검진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민  

또는 관내 영업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함

발급 비용 검사자 실 부담금 3,000원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협약 의원

   늘좋은내과의원 

천호대로 548(군자동) ☎ 462-7832

   인구보건복지협회서울지회 가족보건의원 

긴고랑로13길 62(중곡동) ☎ 467-8913

   지킴내과의원 

광나루로 614 (구의동) ☎ 2201-2210

   혜민병원 

자양로 85(자양동) ☎ 2049-9084

보건정책과 ☎ 450-1993

광진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기        간  연중 

대        상  광진구민 또는 광진구 직장인 중 흡연자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12:00~13:00 미운영)

운영 장소 광진구보건소 금연클리닉(자양로 117) 

  관내 사업체 및 기관,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신청 ☎ 450-1977

내        용   24주간 상담·교육·측정 등 집중 관리(24주 이후 지속 관리)

광진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450-1976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기        간  2022년 2월~11월

대        상   정관, 난관 복원 시술자(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내        용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본인부담금의 

90%(최대 100만 원 이내/1회)

신        청

 •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시술 후 진료비 청구 후 서류 제출

 •  복원 시술 후 2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복원시술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건강관리과 ☎ 450-1957

서울케어–건강돌봄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기        간  연중

대        상  광진구민 중 혈압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신        청  전화☎ 450-1457  ※ 상담 후 대상자 선정

내        용   건강상태 유지·관리를 위한 12주 과정의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관리교육 및 상담

 •1:1 맞춤형 운동교육 및 만성질환 영양교육

 •의료 및 복지자원 연계 및 제공

중곡보건지소 ☎ 450-1457

스마트 톡톡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기        간  2022년 3월~11월

대        상   60세 이상 광진구민 45명(75세 이상 부부, 독거 어르신 등 우대)

내        용   두뇌게임 등 인지기능 향상 학습 진행(주 2회) 

전산화 인지활동도구(태블릿 PC) 대여(8주) 

신        청  전화 ☎ 450-1387, 1388

광진구치매안심센터 ☎ 450-1387,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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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알리미

광
진구립도서관

 
어린이  

추천도서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교육
참여가구 모집

교육과 문화 소식

아킬레스의 풍선 

마리 도를레랑 / 현암 주니어

달팽이 

김민우 / 웅진주니어

우리 아파트의 

별난 이웃들 

에리카 에스모리스, 

후안 베리오 / 꿈꾸는섬

눈물 쏙 스펀지 

홍민정, 오정택 / 반달서재

일곱번째 노란 벤치 

은영, 메 / 비룡소

빨간아이, 봇 

윤해연, 이로우 / 허블

정육점 엄마 

권은정 / 월천상회

조금 많이 

올리비에 탈레크 / 이숲아이

반려견의 공격적 행동, 과도한 짖음 등 이상 행동으로 고민하시는 

가정에 반려동물 전문 훈련사가 방문하여 올바른 훈련법을 

알려드립니다.

모집 기간  2022년 3월 2일∼31일

대        상  관내 반려견 사육가구 25가구 

 •  동물등록을 실시한 주민등록상 광진구민

 •  동물 소유자로 등록된 분 명의로 신청 가능

신        청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제출

  휴 대 폰  010-6364-1365    이 메 일  csm9@gwangjin.go.kr

  방      문  자양로116 웰츠타워 212호 지역경제과

  팩      스  02-411-1722

  ※ 다수 신청 시,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라 우선 선발

  우선순위    맹견 사육가구, 유기견 입양가구, 다수 동물 사육가구 

순으로 선정

  교육시간  평일 09:00∼18:00 중에 교육 가능 가구 우선 접수

지역경제과 ☎ 450-7379

광진구립도서관에 독서동아리 등록하고,
지원받으세요!

등록 기준

 •  광진구 내 회원 8명 이상,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을  

하는 독서동아리

 •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성인 독서동아리(구성원의 70%  

이상 광진구 거주 또는 재직)

지원 내용

 •  독서노트 제공(선착순)

 •  독서동아리 추천도서목록 제공 및 도서 단체대출(광진정보도서관) 등 

신        청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독서동아리 플랫폼]

광진정보도서관 ☎ 2049-2932

광진구립도서관 2022년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

신청 권수   매 분기 1인당 희망자료 구입은 광진구립도서관 전체 3권 이내

신청 방법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자료찾기] - [희망도서신청]

제외 대상   소장자료, 구입예정 및 구입·정리 중인 자료, 품절 및  

절판된 도서인 경우 등

광진정보도서관 ☎ 2049-2918

유아

초등 
중

초등 
저

초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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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일자리 정보

기업 성장과 도약의 중심
광진경제허브센터 개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해 온 ‘벤처기

업창업지원센터’가 ‘광진

경제허브센터’로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 센터와 함

께 신축 건물을 통합 운영

하여, 입주 기업 사무실을 

늘리고 창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조성된 건물(도약관) 로비에는 화상면접실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앱 개발자들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을 배치하였으며, 입주 

기업 뿐만 아니라 광진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

니다.

또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이전하여 광진경제허브센터를 통

해 기업과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관식 : 2022년 3월 말 예정

지역경제과 ☎ 450-1775

광진구 사회적경제 공동 브랜드 ‘세나루’

‘세나루’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인지도 향상과 상품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제작된 광진구 사회적경제 공동 브랜드입니다.

‘세’는 사회적경제의 영문 약칭(SE, Social Economy)과 숫자 3을 의미

하며, 광진구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세 가지 방향이자 슬로건이기

도 한 ‘사회적 가치’, ‘광진경제’, ‘협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루’는 광나루에서 유추하여 물류가 드나드는 교역 중심지의 역동

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매개하

는 중심지·플랫폼 광진의 위상을 표현합니다.

구인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즉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일자리센터 ☎ 450-1741, 1419

기업명 근무지 구인 직종 근무 시간 자격 급여
모집 

인원

주식회사

포레스트에이치
능동

영업 기획 및 

지원 사무원

평일 09:30~18:00

토요일 09:30~18:00
운전 가능자 및 청년층 우대 연봉 2,600만 원 2명

광운주류(주) 군자동 경리 사무원 주5일 / 09:00~17:00 컴퓨터활용 능숙자 우대 월급 168만 원 1명

거부섬유 군자동 편직기 조작원
주중 6일 스케줄 근무

(1일 8시간 근무(시간협의))
편직기 조작업무 경력1년 이상 필수 연봉 3000만 원 이상 1명

(주)세진에이치앤시 중곡동
배송·납품 운전원

물류 사무원

평일 08:00~18:00

토요격주 08:00~14:00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필수

청년층 우대
연봉 3,200만 원 2명

동서림한의원 구의동 간호조무사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4:00
간호조무사 자격증 필수 연봉 2,600만 원 이상 1명

워커힐케어센터 광장동 시설 요양보호사 주야간 스케줄 교대 근무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월급 191만 원 3명

진주실리콘밸리 화양동
고무 프레스기 

조작원
주5일 / 08:30~17:30 청년층 우대 월급 191만 원 2명

  더 많은 일자리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QR 코드를 촬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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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 450-7248

세나루 소식을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세요!

▲ 새롭게 조성된 광진경제허브센터(도약관) 조감도



구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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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50회

임 / 시 / 회 / 폐 / 회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4건, 보고의 건 1건 심사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총 8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삼례 의장은 10일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구정 주요시책을 심도있게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기 중 처리된 안건으로는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에 ‘광진 어린이공연장’이 개관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광진

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난 상황 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구립어린

이집 17개소가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민간운영 위탁체를 재선정하기 위한 「어린이집 변경 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

전 보고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제251회 임시회는 3월 21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

지조례안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집 변

경 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전 보고의 건

제250회 임시회 처리 안건
달라진 본회의장 

기록표결 및 발언관리 시스템 구축

광진구의회가 기록표결 및 발언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고 제250회 임시회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 출결, 표결 등 회의진행 상황을 전광판에서 표출

□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발언시간을 체크해 의

원별로 공정한 발언 기회 제공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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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는 1월 25일 구의회 의장실

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진구협의

회에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

했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박삼례 의장을 

비롯해 전은혜, 장길천, 박순복, 김미영 

의원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진구협

의회 김인환 회장 및 서울지사 북부봉

사관장 등 적십자 관계자 5명이 참석했

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진구협의회는 그동안 밑반찬 나눔, 구호 물품 전달, 명절맞이 비대면 음식 전달 등 다양한 지역 봉

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박삼례 의장은 “아직도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우리들을 대신해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

피고 희망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진구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으며, 자양동 광진봉사나눔터 건물의 환경 개선

을 이끌어내는 등 자원봉사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회,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광진구의회 의원들, 자매결연지 무주군 명예군민 되다

지난 1월 20일, 박삼례 의장을 비롯해 안문환, 

전은혜, 이명옥, 고양석, 박순복 의원이 광진구

의회 자매결연지인 무주군의 명예군민이 됐습

니다.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는 2019년 10월 자매

결연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

에는 광진구의회 앞 광장에서 무주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홍보 부스를 열기도 했

습니다. 

최근에는 무주군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돕는 등 무주군과의 상생 발

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상생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양 의회와 지자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무주군과 우호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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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가 1월 24일부터 사흘간 지역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에서 

장보기를 함으로써 지역 소비에 동참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권역별로 팀을 나눠 장보기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중곡제일골목시장, 신

성시장, 능동시장을 방문했고, 25일은 화양제일시장을, 26일은 자양골목시장을 돌았습니다. 끝으로 생필품과 식재료 등 

구매 물품은 전부 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작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역시장 장보기 행사 - 소외계층에 물품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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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광장

가족이 늘었어요! 서울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제가 대학 졸업 

후 광진구에 자리잡은지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네요. 그 사이 

저는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광진구 여기저기에 추억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할 광진구의 

27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태웅 자양동

27살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우리 

광진이~ 임인년 흑호의 정기 받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 구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박정안 중곡동

광진구가 저보다 동생이네요. 

27번째 생일 축하해요. 아직 

청춘이네요. 저도 광진구와 같이 

늙어갈래요!

홍수정 자양동

광진구 토박이입니다^^ 지금은 늦둥이 
꼬맹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싸우고 지쳐가고 있습니다ㅋㅋ 광진구 

많이 번창하세요. 코로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은회 구의동

광진구 27주년광진구 27주년광진구 27주년광진구 27주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속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내온 27년의 세월동안 많은 

시련과 아픔과 기쁨이 있었음에도 잘 견디며 

지내왔었던것 만큼 코로나19 또한 잘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한 

광진구를 위하여 늘 응원합니다~ 우리 광진구 

파이팅! 우리 광진구민 화이팅!!

정시연 자양동

나는 진구 너와 하나에서 둘이되고 지금은 넷이 

되어 광진구민으로 행복 만끽하며 평온하게 

지냄에 감사해. 광진구는 우리에게 감동이고 

희망이며 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생일을 찐하게 축하합니다. 

김애지 구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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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세상에 나온지 이제 27년! 
27살의 건강한 청년인 만큼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행보와 멋진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안주희 구의동

시골에서 처음 올라왔을때는 성동구였는데 

군대갔다오니 광진구로 바뀌었더라구요. 

광진구민이 된지 벌써 27년이 되었네요. 

광진구가 발전하면서 저도 결혼하고 어느새 

애 셋 아빠가 되었네요. 제 인생과 함께한 

광진구... 끝까지 함께 코로나도 이겨내고 

파이팅합시다~♡

이정섭 중곡동

광진구가 세상에 나온지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 

메세지로 삼행시를 지어 봤습니다!

광:광진구에 항상 

진:진정한 소식을 전해주고

구:경거리 가득한 아차산 메아리!!

27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차현주 광장동

적응하기 힘들었던 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시간,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 눈물도 슬픔도 기쁨도 

환희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지난 추억이 

이곳에 있어 많은 사람들과 광진구민에게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되고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승 중곡동

어릴적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대공원에 
자주 놀러갔었는데 이제는 제 딸의 손을 
잡고 대공원에 놀러다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추억이 
많은 광진구! 27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은미 구의동

나에겐 5년이지만 사실은 27년간 무지 

애써왔을 걸 알아.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광진구를 부탁할게, 고마워♥

이상은 구의동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나무와 함께한 초록초록한 모습들을 

담은 사진을 3월 7일까지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세요

광진구민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일상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선정된 사연은 아차산메아리와 

연말에 발행하는 스토리북에 실릴 수 있습니다.

※ 채택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kimda51@seoul.go.kr 

성함, 핸드폰 번호, 주소를 꼭! 함께 보내주세요.

#구민광장 코너에 참여해주세요. 

4월호 주제 

식목일



22 2022 MARCH

우리 동네 이야기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사랑의 온누리상품권 
전달

㈜우인웨이브(대표 변응헌, 변

준형)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누리상

품권 150만 원을 기탁했습니

다.

사랑의 
나눔밥상

한살림 동서울지부 광진지구

는 관내 중장년 1인가구 및 저

소득 취약계층 50가구를 위해 

설맞이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

했습니다. 

김장김치 나눔 
전달식

‘예아랑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를 기원하기 위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떡국 나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중곡4동 자생단체 ‘선샘골’에

서 설맞이 70인분의 떡국 키트

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능동 구의3동 자양2동 화양동

설맞이 
온정 나눔

독거어르신과 1인 중장년 가

정에 떡국 떡과 사골곰탕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

습니다.

따뜻한 
명절밥상 나눔

구의3동 자원봉사캠프는 설 

명절을 홀로 보내는 중장년가

구 30명을 위해 떡국 떡과 직

접 만든 나박김치를 전달했습

니다.

스마트 텃밭 
쌈채소 나눔

민원실 실내 스마트 텃밭에서 

재배한 유기농 쌈채소를 자율 

배부대를 설치해 구민들과 함

께 나눴습니다.

진한 마음, 
장류 세트 전달

㈜삼한식품이 전달한 장류 세

트 700개(1,300만 원 상당)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5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광진구 윤경숙, 전문건설공제조합, 능인정사, 

(주)원플러스종합건설, 박정기, 광진구의류재

활용협의회, 한국노총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조합, 이덕분, 놀이터앞그림친구, 박다원, (주)디

오제이케이, 세사봉, (주)키친스토리, 중앙농협, 

서울동부지방법원, (주)대흥건설개발, 국제라

이온스협회354-c지구3지역, 공인중개사협회

중곡1동분회, 대한감리갈보리교회, 화양감리

교회, 변이창, 정호재

중곡1동 중곡1동새마을금고, (주)우인웨이브, 

신앙촌상회, 희망내과, 대은성결교회, 새영광

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케이모터스, 글

모벌문화와청년, (주)옷고을, 군자패션, 중곡1

동주민센터, 김재혁, 신수일, 박경희, 이서원

중곡2동 대한제지, 동일교회, 청담마마(이지

연), 대성화학(주정순), 실버치과, 오니기리와

이규동군자역점, 최은, 이재홍, 한살림동서울

지부광진지구(안명자), 조혜숙, 고선미, 강위진

(중곡2동파출소장), 경원사우나, 공영목, 김순

제, 김주갑, 나사코리아, 동이코리아주식회사, 

노도선, 뉴평강종합건설, 대순진리회장평회실, 

대운섬유, 대희씨앤씨, 류정래, 모리본, 박경미, 

수미플라워(박상국), 영흥중기, 오규천, 음영주, 

이삭떡, 이창영, 이철수, 이충진, 이효영, 임종

철, 장길호, 전애자, 전태연, 정귀화, 정선우, 중

고백화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중덕회, 최영

희, 최정숙, 코뿔소카, 파리바게뜨중곡신성점, 

현우섬유, 황영자, 힘찬상사

중곡3동 신탁균, 한길원, 윤현승, 박채문, 방만

해, 이채관 ,김남화, 이범래, 이미혜, 박윤남, 오

정남, 박익자, 윤경희, 박상순, 김종수, 조용섭, 

김형점, 유현수, 강애순, 변인숙, 조정자, 김영

희, 오숙자, 김용일, 김순일, 금규대, 조혜숙, 황

순주, 권명화, 김진국, 한향단, 고미자, 강금식, 

장택진, 한광석, 김남희, 김숙자, 한효원, 원복

희, 석정옥, 김창원, 김기순, 조항운, 김정중, 함

영순, 김영철, 유현숙, 박의양, 유기재, 천성숙

중곡4동 동도자동차, 윤종현, 화양교회, 선샘

골, 대순진리회, 대아이디아이, 중곡동 교회, 도

야족발, 생각김밥, 통영돌문어, 아감한우정육

식당, 주식회사 한국 생활건강, 선화당, 장소님 

능동 박슈리나

구의1동 구의동 새마을금고, 명성어린이집, 대

순진리회

구의2동 가야초밥, 경동보일러광진대리점, 고

대현, 금비, 김기창, 김봉섭, 김수정, 닥토최석

임심리상담센터, 대아EDI, 대진흥업운수, 말표

산업, 문중선, 미림조명, 보덕메디팜, 서울우유

농협, 성동교회안수집사회, 성원식당, 수도약

국, 신진국, 신혜정, 심경애, 양희문, 오렌지마

트, 윤현승, 이경호, 이미애, 이민규, 이재홍, 이

종영, 이치하라마리, 재형전기조명, 중앙부동

산, 하동우렁추어탕, 한국켄트외국인학교, 한

석준

구의3동 자원봉사캠프, 현대프라임아파트, 구

의동/광진중앙새마을금고, 초원약국, 건축사

사무소연/디자인팀스, 신현미, 세명한의원, 벨

라이트, 시디즈, 개미모터스, 금호타이어, 희년

의집, 갈채노래방, 옥문, 도시바다, 영서적, 서

문광고기획, 국제전자, 박현경, 강순열, 윤영희, 

김형선, 배철희, 장말임, 홍득표, 임동순, 박노

경, 장명숙, 안송자, 유중선, 나희숙, 조예순, 최

원례, 손영애, 김한수, 전춘자, 장연화, 함도영

광장동 구의광장새마을금고, 유천빌라 입주자

대표회의, 굿모닝어린이집, 파크빌어린이집, 콩

마당

자양1동 교촌치킨건대점, 파리뮤직포럼, 웃는

돌참치, 옵티마세란약국, 우리집반찬, 건강한

밥상반찬카페, 커피트레인, 대농마트, 현대공

인중개사, 신한공인중개사, 자양1동래미안아

파트대표회, 김성현, 박우석, 목외순, 황성수, 오

종렬, 양은숙, 한선열, 신원호, 민훈, 문범철, 홍

현광, 김완식, 김용관, 목성수, 모정희, 양주섭, 

장용희, 박치훈, 민영수, 임동원, 윤상운, 이계

임, 박혜숙, 변진옥, 박중례, 강희남, 김태성, 민

영숙, 조현순, 나상봉, 양동천, 윤병기, 고은율, 

윤정권, 김종렬, 주정희, 노철식, 유영미, 최현

숙, 고은율

자양2동 (주)동서커튼월, 평강침례교회, 광진

중앙새마을금고, 나루교회, 묘각사, 한솔리베

르A, 김경숙, 요한서울교회, 동아A, 김자녀, 향

원, 박상범, 홍주천, 황영주, 이종락, 임종덕, 이

규숙, 강연숙, 남영희, 정종례, 김상원, 현대1차

A, 김정옥, 최면화, 장수원, 샛별교회, 이은직, 

김현자, 이부미, 이춘형, 강문만, 최인숙, 박성

태, 서영자, 최은주, 김동복, 이정순, 이연수, 전

혜주, 박혜숙, 김성민, 김경일, 김문종, 박충식, 

정상일, 한미란, 민병숙, 이향미, 조옥자, 최인

송, 고진숙, 김지민, 이창식, 권양숙, 박봉례, 동

하이앤에프, 심현숙, 남승태, 박성욱, 이후남, 

신은용, 이귀선, 임은영, 박비아, 봄약국, 한미

숙, 남원추어탕, 조용구

자양3동 관음종복지재단(낙산묘각사), 박주희 

콜렉션

자양4동 경북전업사, 경희한의원, 광진종이문

화원, 광진휘트니스, 김금자, 김광한, 김매순, 

김명옥, 김윤희, 나양길, 노룬산시장상인회, 노

유부동산, 대동아파트, 동북축산, 동북풍미, 바

다사냥, 박경자, 박만철, 박화순, 백금열, 복만

루, 부림정, 비전약국, 손옥자, 신의주순대국, 

안태영, 안형선, 염순홍, 유경희, 유혜숙, 이동

석, 이성노, 임지연, 임태왕, 전승열, 전주이씨

선성군파, 중앙슈퍼, 지호한방삼계탕, 청담한

의원, 청춘고기백화점, 최윤수, 플라이팬커피, 

한강성원아파트, 한강우성아파트, 한미영, 헤

어탐스, 호반써밋어린이집, 하태곤, 자양4동직

능단체연합

화양동 삼한식품, 화양동새마을금고, ㈜정도

기업, KCC파크타운, 무지개하우스, 스타시티아

트홀, 세종한글교실, 서울가정의원, 늘푸른교

회, 화양동장로교회, 성서교회, 성도교회, 세빛

교회, 희망벨, 무등산닭한마리, 제주밤바다, 동

경야시장, 감옥포차, 황제참치, 가츠시, 서울불

고기, 신촌설렁탕, 처갓집구의자양점, 새로나

이불, 아찌떡볶이, 장수떡방, 제일고추참기름, 

최신족발, 한아름화원, 황금축산, 홍도초밥

군자동 군자동직능단체, 세종대학교, 세종스

포츠정형외과, 애플마트, 성실교회, 서울교통

공사, 온아치과, 바른본병원, 송정군자새마을

금고, 능동교회, 고을칼국수, 능동아구탕, 동부

상사, 동일흥업, 모카항, 보르네오가구, 사람들

에교회, 소망교회, 아차산노인복지회, 태평양

수산

이웃돕기 성금 후원자 (2022.1.1.~2022.2.14.)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로
따스한 정을 나누는 광진구

23아차산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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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안내

※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일반관리군 대상 진료 의료기관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 받으세요.  

•소아·청소년 재택치료 시 평소 다니던 소아과 등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진료·처방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중곡동

(25개소)

365한국신통의원 ☏ 499-0906 ● ● ●

군자뽀빠이정형외과의원 ☏ 3436-9005 ●

김종웅내과의원 ☏ 455-4038 ●

누리이비인후과의원 ☏ 452-0088 ●

다남재활의학과의원 ☏ 467-5728 ●

닥터스마일의원 ☏ 467-3650 ● ●

닥터훈소아청소년과의원 ☏ 465-9088 ● ●

더불어내과의원 ☏ 469-7577 ●

삼성열린내과의원 ☏ 456-8575 ●

샤인소아청소년과의원 ☏ 562-8275 ●

송상언의원 ☏ 2201-8275 ●

엄민숙 소아청소년과의원 ☏ 455-6025 ●

연세가정의원 ☏ 463-0875 ●

열린이비인후과의원 ☏ 461-7505 ● ●

유앤장이비인후과의원 ☏ 447-0077 ● ●

이화소아청소년과의원 ☏ 456-5667 ● ●

정이비인후과의원 ☏ 456-4503 ● ●

정진태의원 ☏ 461-0385 ●

큰열매여성의원 ☏ 454-3576 ● ● ●

한솔마취통증의학과의원 ☏ 446-3480 ●

희망내과의원 ☏ 468-0575 ●

명이비인후과의원 ☏ 444-4322 ●

아기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 465-9813 ●

이우창연세마취통증의학과의원 ☏ 456-8876 ●

코즈이비인후과의원 ☏ 446-5571 ●

화양동

(6개소)

고은가정의학과의원 ☏ 463-3159 ●

서울가정의원 ☏ 469-8050 ●

연세어울림이비인후과의원 ☏ 465-9700 ● ●

이(e)누리내과의원 ☏ 462-5558 ●

피부사랑의원 ☏ 469-9757 ●

별이비인후과의원 ☏ 3409-9788 ●

광장동

(3개소)

글로벌가정의학과의원 ☏ 458-6290 ●

김영관내과안과의원 ☏ 455-5574 ●

이내과의원 ☏ 458-6400 ●

군자동

(2개소)

늘좋은내과의원 ☏ 462-7832 ●

진이비인후과의원 ☏ 464-7585 ● ●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비대면 진료

자양동

(23개소)

가족애내과의원 ☏ 455-2859 ●

강남훈내과의원 ☏ 3437-7582 ●

늘푸른연세의원 ☏ 461-2598 ●

명소아청소년과의원 ☏ 455-1194 ●

뿌리신경외과의원 ☏ 454-7575 ●

서울이비인후과의원 ☏ 455-7700 ● ●

서울프라임병원 ☏ 464-2700 ●

서울현대정형외과의원 ☏ 466-3119 ●

신일외과의원 ☏ 466-8397 ●

아산박내과의원 ☏ 464-1960 ●

아산한빛의원 ☏ 444-5764 ●

정문호소아과의원 ☏ 446-1161 ● ●

조내과의원 ☏ 498-6144 ● ●

참사랑가정의학과의원 ☏ 2201-6663 ●

최이비인후과의원 ☏ 457-2002 ●

푸른꿈소아청소년과의원 ☏ 2201-2551 ●

24시열린의원 ☏ 455-2475 ●
(선택적)

박남미이비인후과의원 ☏ 461-0711 ●

벗이비인후과의원 ☏ 6953-5805 ●

서소아과의원 ☏ 444-3106 ●

서울엠비내과의원 ☏ 466-9100 ●

최진소아청소년과의원 ☏ 447-6610 ●

혜민병원 ☏ 2049-9000 ● ●

구의동

(16개소)

김요한의원 ☏ 457-2114 ●

류마내과의원 ☏ 458-7588 ● ● ●

비타민의원 ☏ 446-8881 ●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 452-7787 ●

아이쑥쑥소아청소년과의원 ☏ 456-6119 ● ●

아이코이비인후과의원 ☏ 453-1920 ● ● ●

임성준신경외과의원 ☏ 454-5788 ●

지킴내과의원 ☏ 2201-2210 ● ● ●

지킴소아과의원 ☏ 2201-2260 ● ●

진광준외과의원 ☏ 452-6556 ●

참조은의원 ☏ 455-5601 ● ●

해맑은소아과의원 ☏ 3437-3722 ● ●

SC제일산부인과의원 ☏ 2039-2139 ●

만택루쎄의원 ☏ 456-5333 ●

삼성서울이비인후과의원 ☏ 455-6777 ●

제니스병원 ☏ 3436-8888 ●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광진구 외래진료센터
•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개인차량·방역택시 활용, KF94마스크 착용

혜민병원 ☏ 2049-9116(예약제) 자양로 85(자양동)
평   일 9~17시

토요일 9~1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