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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동 회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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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서구G

스마트폰으로 정보 무늬(큐알코드)를
스캔하면 <GREEN 서구>의
주요 기사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04
08
10
14

GREEN 서구
GREAT 구민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서구 자랑하기

‘검.사.뭉(검암 사랑 뭉치미)’은 서구가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17
18

COVER STORY

신현동 골목길에는 500년 된 신현동 회화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따스함이 가득한 4월, 서구도 이곳에서 소원을
빌어봅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분리배출을 지역주민과 함께 실천하고,
서구의 친환경 정책이 구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마을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을공동체 검.사.뭉
(검암 사랑 뭉치미)
김선자 회장

그러니 우리 모두, 생활 속 작은 것에서부터
서구의 환경을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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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마을공동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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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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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어떤 기관 ) 인가요?
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서비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성인으로서의 자립심 배양 및 직
업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활동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일상, 사회, 직업, 여가생활 등 삶의 전반
에서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떤

(평생교육 서비스 ) 를

주소
운영시간
문의

서구 봉수대로 539
평일 09:00~18:00
☎ 032-583-7942

운영하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참 좋을거야!!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범위를
점차 넓혀 가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개별지원
서비스, 일상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사회자립
생활지원 서비스, 여가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전환교육지원서비스
성인기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을 위한 서비스

DREAM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별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전환교육지원 서비스,
사회생활전환교육지원 서비스, 직업생활전환교육지원 서비스,
여가생활 전환교육지원 서비스

조금 느리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자!

직업교육지원서비스

해를 거듭할수록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증가한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
하고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필요로 하는 지식·기능·태도·적성·습관 등을 개발하고,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일을 선택하고 경험하기 위한 서비스

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19년 3월 개관 이후 서구 내 발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함
께 사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마땅히 지켜야 할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
해 최선을 다하는 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 알아본다.

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더 자세히 알아보기


개별지원
서비스, 일상사회생활교육지원 서비스,
직업생활교육지원 서비스, 자격증취득교육지원 서비스,
여가생활교육지원 서비스

내가 좋아하고
잘 하는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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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지금

Q.

발달장애인을 위한

( 지원사업 ) 은 무엇이 있나요?

발달장애인 Smart 안심지킴이 기기 지원 사업
내 용	발달장애인에게 GPS를 기반으로 한 안심지킴이(배회감지기)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지원내용 	GPS기반 Smart 안심지킴이(손목밴드형) 월 사용료 30개월 무료 지원
지원대상 관내 발달장애인 373명 (만9세 ~ 18세 아동 우선지원)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내 용	발달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 등에 따른 자립자금
신청자격	발달장애인 34명
(만16세이상 39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본인부담액 월 15만 원 입금에 따른
맞춤지원

요리도 배우며, 맛있는 음식을 다함께 나눠먹어요!

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구분

본인
저축액

지원금
(시+구비)

적립금
(3년)

비고

금액

15만 원

15만 원

1,080만 원+이자

시비
매칭지원

활동사진첩

자기표현활동을 통해
올바른 표현방법을 배웁니다!

음악활동을 하며,
세상의 소리를 알아갑니다!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함께

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자리라도, 한

그려나갈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을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과 함께 나들이로
기분전환을 해요!

미술활동 시간엔 무슨색으로 칠할지 고민하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5개 유형 145명의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확대 실시<인천시 최다 사업량>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된
장애인
사업내용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
되어 행정업무보조, 환경정비 등 업무 수행
신청기간	매년 11월(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결
 원에 따른 수시 추가 모집시 서구 홈페이지 정보 - 일자리 채용소식에 공고

<인천시 최초>

할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

작은 위로와 안식처가 되시기를

무엇이 있나요?

“일자리 창출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장애인

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이 여러분께

( 일자리 사업 ) 은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센터 운영(가칭)

외계층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

권리보장을 위해 끝없이

장애인을 위한

이재현 서구청장 신년인터뷰 中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좀 더 힘든 사회적 소

드리며, 서구 내 발달장애인의

Q.

운영시기 2021.7월
운영장소	서부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 8층(제2청사)
운영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구인·구직부터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One-stop 취업서비스를 제공

그분들을 위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시도를
시작한다. 장애인분들이 집 외에 따뜻한 공
간이 없다. 정보를 편하게 제공받을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일자리도 더 못 만든다.”

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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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포커스

환경전문가 이재현이 들려주는
스마트한 환경 이야기

IoT 기반의 과학적인 관리시스템 운영
악취
Zero를 위해!

악취 민원 신속 대응 및 배출원 관리 강화
24시간 악취콜센터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악취 감시체계 운영

2019 ~ 2020 서구 악취민원건수 및 미세먼지 현황

2021 서구 대기순환정책
서구는 ‘클린 서구’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운영(관내 거주민 50명)
악취 무료측정을 통한 자발적 악취저감 추진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 신청

1,408건

악취민원건수

986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중 대기

2019년 대비

주거지역 악취실태조사 실시

30%

순환은 클린 서구를 위한 핵심 화두다. 황
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4월, 건강
2019년

하고 쾌적한 대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주거지역 및 취약지역 등 악취발생 실태조사 → D/B 구축 및 악취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2020년

서구형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관리

서구의 오늘을 이곳에 담아본다.
43㎍/m³

미세먼지

35㎍/m³

미세먼지
Out을 위해!

2019년 대비

미
 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30개소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 → 미세먼지 발생을 발생원으로
부터 근본적으로 저감 관리

18%
2019년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업체 미세먼지 자발적 배출량 저감
2022년까지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

2020년

할당량의 20% 이상 감축(약 6,603톤 감축)
실시간 대기질 정보알림 운영

1
5

정보

취약계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하여 미세먼지 신호등 20개소 설치
행정복지센터

23개동에 환경정보알리미 설치

3

4

2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캠페인 홍보 캠페인 실시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3. ‘전국 최초’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SIFT-MS) 으로 무료 악취측정
4. 국내 첫 미세먼지 없는 LNG,청소차 도입
5.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

푸른하늘이 일상이 되는 서구

Good Air City
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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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상 의

거 리 가

긴 세월을 묵묵히 버틴 건물은 말이 없다. 이곳을 들고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할 뿐이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다양한
기억과 시간의 층위가 돋보인다. 이러한 공간이 여기 있다. 장고개로
와 전시실, 공연장, 서점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낡고 녹슬어
버린 공장에 주황, 청록 등 산뜻한 색상의 구조물을 덧대 만들어진 장
소로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래서일까. 이곳에서 즐기는 커피와
디저트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공간은 크게 메인홀과 호이스트
홀로 나뉘며, 그중 메인홀은 1-2층 도합 500여 평의 대공간으로 전
시, 공연, 마켓, 행사,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 호이스
트홀의 경우 독립된 행사 공간으로 이용되며, 대규모 행사 시에는 메
인홀과 함께 운영된다.
주소

코스모40은 전시, 공연, 마켓, 행사,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

서구 장고개로231번길 9

김밥의 편견을 깨다

2. 만스김밥
‘김밥은 둥글다’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접어두자. 그저 ‘만스김밥’이 생겨나기 이
전의 편견일 뿐이니까. 만스김밥은 평소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자주
시청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맛집이다. 기존 눈꽃마을에 있었으나, 최근 장고개로
로 이전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주 메뉴는 토스트와 김밥을 합친 것 같은 ‘네모김
밥’으로, 색다른 비주얼과 특이한 속 재료가 들어간 마성의 김밥이다. 현재 총 6가
지의 네모김밥과 만스무파라면을 판매 중이며, 그중 추천 메뉴는 ‘만스김밥’과 ‘고
기튀김김밥’이다. 만스김밥은 단연 본연에 충실한 맛을 자랑하며, 스팸, 계란 프라
이, 치즈, 단무지가 들어간다. 고기튀김김밥의 경우 이름 그대로 고기를 튀겨내 바
삭한 식감과 고소함, 그리고 새콤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진다. ‘오늘 무얼 먹을지’

4월의 봄날, 한적한 장고개로를 걷다 특별함에 발길이 닿았다. 일상의 거리에 어느새 스며들어온 명소들이 본연

김밥

장 고 개 로

간판스타, ‘코스모40’이다. 과거 화학공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카페

의 가치를 밝히고 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이 거리가 낯선 내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스

네모

×

낯설게
느껴지길

1. 코스모40

쳐지나가고 말았던 장고개로만의 특별한 공간을 소개한다.

’의

로 드 투 어

옛 화학공장, 새롭게 숨 쉬다

‘만

스김

밥

한참을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이곳에 방문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안 먹어본 사
람은 있어도, 한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주소

서구 장고개로337번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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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로

석남제2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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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투어
건지
사거
리

건지
로

만스김밥 2

3. 오담(ODAM)
오른쪽으로 걷다 보면 또 다른 특

오담
가
재
울
사
거
리

코스모40 건물 뒤편으로 나가

가좌2동
원적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다

가좌3동

장고
개로

고택의 담긴
인천가좌역

남다른 의미를 전하고, 색다른 감성을 자극시키는 카페 ‘오담’

신진말로

개로
장고

서프코드 4 3
코스모40 1

별한 공간이 펼쳐진다. 고즈넉한 한

가재
울역

옥의 뼈대에 깔끔한 디자인이 더해진 카
페, ‘오담(ODAM)’이다. 1715년 지어진 이곳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다양
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가좌동에서 300년간 살아온 청송 심씨의 고택’,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의 생활공간’, ‘1960년대 가좌농민학당을 이끌던
핵심 공간’ 등의 이야기다. 내부에 들어서면 ‘관해각’이 적힌 금색 명판이
보인다. 관해각이란 오담의 옛 이름으로 ‘과거 촛불과 호롱불에 의지하
던 서구 지역에 처음 전기가 도입된 곳’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전하고, 색다른 감성을 자극
시킨다. 때문에 오늘도 많은 이들이 한옥에 담긴 이야기와 색다름을 느
끼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주소

서구 장고개로 243-4

가좌공단하와이

4. 서프코드
서핑이라 하면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샌프란시스코가 먼저 떠
오른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서핑은 더 이상 낯선 활동이 아니
다. 많은 내국인이 서프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간다. 기존 동인
년 장고개로에 상륙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가좌공단하와이’

내가 그린 서구

로 불리며, 이색 편집숍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서

<GREEN 서구> 에코 컬러링에 참여하세요!

프’라 하여 단순히 서프보드 제작 및 다양한 서핑장비만을 판매

장고개로에 자리한 코스모40을 여러분만의 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달 5분께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마감 2021년 4월 14일(수) 보내주실 곳 greenseogu@naver.com

천에서 일명 ‘동인천프란시스코’로 불리던 서프코드가 2019

하는 것은 아니다. 의류, 음악,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

*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표기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GREEN 서구> 모바일북 발행 메시지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판매한다. 매장은 1, 2층 복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서프보드부

~♥

Aloha

터 서프용품, 옷, 신발, 악세서리 등 서프보드만의 철학과 정성
이 담긴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현재는 SNS에서 이색

지난호
당첨자

편집숍으로도 유명세를 타, 주말이면 굳이 서프를 즐기지 않아
도 이곳의 제품을 구경하기 위한 이들로 붐빈다.

주소

서구 장고개로231번길 15
박인숙(검단로)

윤현수(서곶로)

장우연(청라커낼로)

한남이(경서로)

한선영(가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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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 새겨진

과거 사람들은 7월이면 회화나무 주변에 모여들어 풍년을 빌었
고,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오랜 시간 너른 품으
로 신현동을 지켜온 회화나무의 나이는 어느덧 500살을 훌쩍 넘
겼다. 높이 22m, 둘레 5.59m에 사방으로 가지가 뻗어있는 회화
나무는 문화적,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2년 천연기념물

1.

제315호로 지정됐다. 또한 2015년 인천시는 회화나무의 유전자
를 보호하기 위해 DNA 추출 및 복제나무 육성에 착수했다.
주소 서구 신현동 131-7

올곧은 청백리의 삶
심즙 신도비(沈楫 神道碑)

2.

심즙(1569~1644)은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28세에 문과에 급

세월의 숨결을 따라서

、 이 땅 에 는 도 시 의 역 사 가 깊 이 스 며 있 다。
우리가 밟고 선 땅
쉬 이 넘 길 일 이 아 니 다。 이 땅 위 에 새 겨 진 역 사 는 오 늘 의 서 구 를 만 들 었 다。
타 임 머 신 타 고 서 구 의 유 구 한 역 사 속 으 로 떠 난 다。
、 문 화 유 산 」 이 다。
그 세 번째 목적지
「

시간의 풍경을 담은 나무
신현동 회화나무

제, 이후 많은 관직을 역임했다. 언제나 올곧게 관료의 부정을 바
로 잡는데 헌신하다 좌천, 복직을 반복했고 1644년 심기원의 모
반 사건에 연좌되어 유배 후 지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신
도비는 임금이나 2품 이상의 벼슬아치에 한하여 세운 석비를 이
야기한다. 심즙신도비는 199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1995년 11월 15일 기념물에서 해제되고 인천광
역시 유형문화재 32호로 지정되었다.

1.
천연기념물 제315호
신현동 회화나무
2.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32호
심즙 신도비
3.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호
조서강 묘

주소 서구 경명대로 725-26

세종이 총애한 인재
조서강 묘(趙瑞康 墓)
조서강 묘는 199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
호로 지정됐다. 묘는 장방형 기대석으로 돌려 있으며 묘
앞에는 비와 문인석 한 쌍이 설치되어 있는데 묘와 석물
은 조선 초기 분묘의 완형을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조서강(1394~1444)은 조선 개국공신 조반의 아들로
1415년 문과에 급제했고, 세종 13년에 춘추관 기주관
1.

3.
신현동 회화나무

이 되어 태종 실록 편찬에 참여하며 세종을 보필했다.
주소 서구 석남동 산119-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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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여
유희강

독립운동가
심혁성

향토사학자
이훈익

안순황후의 아버지
한백륜 묘역(韓伯倫 墓域)
세 번째 이야기

서구
인물 사전

한백륜(1427~1474)은 예종의 국구(장인)이자 영
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국정에 두루 참여했다. 한백륜 묘 진입로에는 신
도비가 세워져 있다. 묘역에는 일반 문묘보다 규
모가 큰 봉분과 묘비, 장명등,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됐다. 특

향토사학자

히 1981년 묘역 정비시 상석 밑에 백지로 된 5매

이훈익(李薰益)

의 묘지(墓誌)가 발굴됐다. 2019년 인천시립박물

1916 ~ 2002

관에서는 ‘인천의 명족’이란 주제로 한백륜 지석
을 전시했다.
4.

주소 서구 마전동 (능안부락) 산120-4

인천의 뿌리를 발굴해 정리하다
서계당(西桂當) 이훈익(李薰益) 선생은 1916년 지금의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태어난 옛 서곶(西串)
토박이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인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서곶 출장소장을 끝으로 정년을
맞은 뒤, 향토사학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개항으로 산업, 문화 등이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가 지

아악을 정리한 대제학
류사눌 묘(柳思訥 墓)

켜가야 할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1975년부터 인천시 향토사 연구에 몰두했다.
향토사를 수집하고 발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는 도서관을 비롯한 인천 곳곳을 돌아다녔고, 섬과

조선 전기의 문신 류사눌(1375∼1440)은 1393년 문과에

골짜기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모았다. 그의 삶의 터인 서곶 지역 향토사를 시작으로 인천 전역에 걸

급제해 이조정랑과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한 문신이다. 일찍

친 지명 유래를 더듬어 정리했다.

부터 경전에 밝고 문장력이 뛰어났다. 1430년 악학제조(樂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85년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의 문을 열었다. 또한 『인천광역시사』, 『부

學提調)로서 신주조회악기(新鑄朝會樂器) 및 가자(架子)를

평사』, 『계양사』, 『옹진군지』 등의 집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인천 향토사와 관련된 많은 조사보고

올렸으며, 박연(朴堧)과 함께 「아악보(雅樂譜)」를 완성하는

서, 논문을 발표하고 강연, 신문 잡지 기고에 힘을 기울였다. 인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향토사

데 공을 세웠다. 류사눌의 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금

를 정리한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1983년 인천교육대상, 1984년 인천시민상(문화 부문), 1996년
인천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서구문화원 출범과 인천 서구사 출간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산에 있는 문화류씨 묘역의 가장 위편에 위치하며, 1990년

2002년 2월 생을 마감했다. 그가 타계한 이후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는 문을 닫았다. 연구소에 보

11월 9일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호로 지정됐다.

관되어 있던 2천여 권의 장서와 각종 자료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서구문화원에 기증됐다.

주소 서구 경서동 산200-1번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4.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4호
한백륜 묘역

5.

5.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호 류사눌 묘

인천 향토사를 담은 책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역사와 더불어 면면히 이어온

서계당 이훈익 선생은 향토사학자로 활동하며 많은 책

무형문화의 보전과 전수를 통해 우리 문화의 원천

을 발간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인천충효록』, 『인천지

으로서의 가치확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생활방식이 더 이상 과거로만 머무르

지(地誌)』, 『인천지방 향토사담』, 『인천의 성씨인물고』,

지 않고, 무형의 가치를 지닌 문화 원형의 체계적 전

『인천지방의 전통제례』, 『인천금석비명집』, 『근세인천

승을 통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지방의 전란사』 등이 있다. 인천 지명의 유래로 시작한

느낄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전수에 힘쓰고 있다.

내용은 전통 제례, 인천 성씨, 인물 등으로 확대되면서

주 소 서구 도요지로 50

인천 향토사 연구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서계당 이훈익 선생이 출간한 향토사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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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서선생

이거 참 맛있꼬막!? 매콤, 짭조름한 ‘꼬막비빔밥’

모두들,
식사하셨나요?

꼬막비빔밥
데친 꼬막을 양념해 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으로, 간
단하지만 푸짐하게 즐기기 좋다. 쫄깃한 식감과 달달한
맛을 자랑하는 꼬막이, 짭조름한 양념장과 어우러져 흰
쌀밥과 만나니, 없던 식욕도 샘솟는다. 영양은 또 어찌
나 풍부한지, 꼬막에는 헤모글로빈과 철분이 함유되어

코로나19로 식탁 풍경도 변했다. 바깥활동이 줄어든 만큼,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거나

있어 빈혈이나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물론 성장기 어린

직접 해먹는 일이 잦아졌다. 나쁜 일만은 아니다. 바쁜 일상에 밥 한 끼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가족

이와 노인에게도 좋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

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마음을 나눈다. 그래서 준비했다. 구민이 소개하는 집밥 레시피.

방함량이 적어, 체중조절에 도움이 된다.

양보영 씨의 꼬막비빔밥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 앞치마를 매자.

재료 (2인 기준)

식욕이 샘솟는 푸짐한 한 끼

homemade
recipes

* 꼬막비빔밥 : 꼬막 250g, 풋고추 2개, 쪽파 썬 것 8큰술,
마늘 5알, 양파 1/4개, 참기름, 통깨, 새싹 조금, 밥 두 공기
* 양념장 : 진간장 5숟가락, 고춧가루 1.5큰술, 설탕 1큰술,
매실액 1숟가락, 다진마늘 1숟가락

자취 6년차 직장인, 양보영(29, 가좌2동)씨는 요리의 대
가가 됐다. 자취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거나 일수였지만, 그 생활도 1년쯤 반복하니 서
서히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 그때부터 건강을 위한 요

만들기

리대가의 길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손수

1

마늘, 쪽파, 양파, 풋고추를 잘게 썰어 놓는다.

만든 요리에 큰 보람과 재미를 느꼈던 그녀는 현재 한식,

2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3

꼬막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중식, 양식 조리사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이제는 음식을
눈대중으로만 봐도 들어간 재료와 레시피가 머릿속에 떠
오른다는 그녀다.

양보영

요리대가 양보영 씨는 봄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 있다. 어
렸을 적, 어머니가 즐겨 해주시던 ‘꼬막비빔밥’이다. 자
취를 한 후에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울 때

(대형마트에서 손질된 꼬막을 구매하면 따로 손질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4

데친 꼬막에 썰어놓은 야채와 양념장을 넣고 무친다.
(이때 양념장은 1/4, 쪽파는 1/3을 남긴다.)

5

참기름을 넣고 다시 한 번 잘 섞는다. → 꼬막무침 완성!

6

밥 두 공기에 꼬막무침을 하고 남은 양념장과 쪽파, 참기름을 넣고 비빈다.
그 위에 꼬막무침과 새싹을 올리고, 통깨를 뿌려 마무리하면 끝!

면 종종 해먹는 음식이다. 특히 꼬막은 제철인 봄이면 특
유의 쫀득한 식감과 달달함이 배가 된다. 그녀가 비빔밥
을 해먹기 딱 좋은 시기인 셈이다. 만드는 법 또한 어찌나

여러분의 집밥 레시피를 기다립니다

럼, 지금부터 요리대가와 함께 매콤, 짭조름한 꼬막비빔

본인만의 정성과 노하우가 담긴 집밥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집밥 레시피가 코로나19로 지친 서구 구민의 소중한 한 끼가 됩니다.
참여방법 이름, 연락처, 추천 음식, 추천 이유, 레시피를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greenseogu@naver.com

밥을 만들어 보자.

* 선정되면 촬영 및 취재가 진행됩니다. * 채택된 분께는 <GREEN 서구>에서 준비한 앞치마와 뱃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간단한지 재료만 있음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다.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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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심퀴즈

2021학년도 4월 서구 능력 평가 문제지

문제로 풀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교통 환경 영역>

재미있는 서구 관심퀴즈!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구민 편의 영역>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서구의 교통환경이 한층 더 똑똑해진다. 서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를 선언한 인천 서구가 서구 곳곳을 ‘걷고 자전거 타고 싶은 길’로 탈바꿈하기 위한

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

발걸음을 본격화한다. 서구는 지난 3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루션 확산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효과가 검증된 우수한 스마트

보고회를 개최하고, 서구의 지리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티 솔루션을 확산·보급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공모 선정에 따라

계획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보고회에선 서구 전역과 구계 인접 지역의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연말까지 ‘스마트에코시티 사업’과 연계, 원도심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 19개소와 스마트 버스정류장 12

서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

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는 다양한 연계 계획에 대한 최종발표가 진행됐다.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을 통해 교통시설 노후화 등으로 보행자 사고가 잦은 원도심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주요 내용으론 ‘동서 7축, 남북 4축의 주요간선 자전거도로 계획’과 더불어 제3연륙교와 연계해 서구 전역을

개선하고,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을 통해선 폭염이나 한파,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소를 차단해 쾌적한

순환하는 순환형 자전거도로 구상인 ‘생활권 자전거도로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자전거로 e음길 8코스 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

획(레저형 자전거도로)’을 통해 정서진을 기점으로 아라자전거길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서구 전역에서 접근 가

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구의 도시 비

능한 레저관광용 자전거 코스를 개발하는 계획이 담겼으며,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에는 자전거 횡단도

전인 ‘스마트에코시티’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출처 : ○○일보 2021. 3. 5. 기사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1. 서구의 지리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계획 이름은? (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일환으로, 효과가 검증된 우수한 (

)을

확산·보급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다.

2. 원도심 지역에 설치되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버스정류장 개소의 합은? (
① 29개

② 30개

출처 : ○○매일 2021. 3. 6. 기사

)

③ 31개		 ④ 32개

① 서구 교통 활성화 계획

②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③ 서구 자동차 활성화 계획

④ 서구 구민 편의 활성화 계획

2. 서구 전역을 순환하는 순환형 자전거도로 구상을 위해 연계하는 연륙교는? (
① 제1연륙교

② 제2연륙교

)

)

③ 제3연륙교 		 ④ 제4연륙교

3.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3.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으로 차단되지 않는 것은? (
② 한파

③ 미세먼지 		 ④ 소음

교통 환경 영역 정답 1. 스마트시티 솔루션 2. ③ 31개 3. ④ 소음

① 폭염

)

자전거로 e음길 8코스 계획(레저형 자전거도로)을 통해 (

) 을 기점으로 (

)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서구 전역에서 접근 가능한 레저관광용 자전거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구민 편의 영역 정답 1. ②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2. ③ 제3연륙교 3. 정서진 / 아라자전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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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서구의회 주요소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제231차
시·도대표회의 성료

김명주 서구의회 의원,
‘검단지역의 동맥을 완성하라’

김미연 서구의회 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실적 대책을’

서구의회 김명주(검단동, 불로대곡동)의

서구의회 김미연(가정3동, 석남1·2·3

정진식 서구의회 의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원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인천서구의회

동)의원이 서구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서구의회 정진식 의원이 2월 26일 서구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검

관련, 구에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단지역의 동맥을 완성하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제242

대표 발의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의정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올해 착공예정인 일산대교

발언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국·공립 어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아이스팩 조례를

연결도로와 그와 함께 개설되는 모든 도

린이집 원장 및 교사 채용에 대한 세심

만든 배경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로 개설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한 변화, 장애전담 교육기관의 설치, 육

만 재사용 등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이스

진행되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끊어진 도

아 종합지원 센터 운영 등을 촉구했다.

팩 충전물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 배출

로처럼 단절되어 보이는 인천시의 행정

또한,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및 일선

량을 줄이고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이 주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으로 거듭나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감 해소를 위한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서구가 아

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천지하철

정기적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운영 추

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의

2호선 불로연장 사업은 과거에 이미 타당

진 등도 제안했다.

욕을 갖고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면서 전

성을 검증받은 사업인만큼 KDI의 용역결

김미연 의원은 “서구 413곳 어린이집 중

문적으로 아이스팩 처리에 나서야 한다”

과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으며, 주민들

대부분은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지만

고 촉구했다. 정진식 의원은 “아이스팩

을 이해시킬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

소수의 일탈로 지역 내 어린이집들이 질

조례는 해당 사업들을 지원하여 아이스

다”고 밝혔다.

타를 받으며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어

팩 배출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이하 협의회) 제231차 시·도대표회의를 지난 2월

이어 “이번 사업에서 203번 불로역이 제

린이집에 대한 강압적인 대책이 아닌 아

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

23일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춘규) 주관으로 개최했다.

외되더라도 인천시 예산을 투입해 별도

동 보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

매·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을 발

이날 환영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송영길 국회의원, 이재현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굴·육성·지원하여 환경 보전과 지속 가

서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시도대표회장들의 방문을 환영하였으며,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32년만

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까지 생

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큰 역할을 해주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과 더불어

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의원 염태영 수원시장을 초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 032-560-5852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 032-560-5852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 032-560-5852

또한 지방의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서구의회 김동익 의원을 비롯한 4명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
상하였고,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주요활동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토의
하는 등 시·도대표회장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매우 뜻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한편, 송춘규 인천대표회장(서구의회 의장)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한층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성숙하고 발전된 정책의회로 주민들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

☎ 032-560-4505

치를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구민의 소리
서구의회에서는 서민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의 일환으로 ‘구민의 소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를 위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의 의정홍보팀 ☎ 032-560-5852

네티즌마당 바로가기

정책제안 바로가기

24

GREEN 서구 Vol. 292

우리동네

문화전망대

25

04

행정복지센터 주요소식

Culture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청라국제도서관 ☎ 032-562-1672
청라호수도서관 ☎ 032-563-8126
엘림아트센터 ☎ 032-289-4275
검암도서관 ☎ 032-565-1610
검단도서관 ☎ 032-561-4117
석남도서관 ☎ 032-575-2600

연희동

가좌4동

마전동

‘깨끗한 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 체결

리그오브레전드 게이머(정지훈)
가좌4동에 1천만 원 성금 쾌척

우리동네 안심지킴이
(코로나19 방역) 활동 실시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 3일 관

리그오브레전드(LoL) 한화생명 e스포츠

마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사와 ‘깨

게임단 소속 게이머인 쵸비(정지훈)가 3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을

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

일(수)에 1천만 원의 성금을 가좌4동 행

위해 방역을 실시했다.

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

정복지센터에 쾌척했다.

한편, 마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

공단 인천지사는 쾌적하고 깨끗한 연희동

한편, 쵸비(정지훈)는 뛰어난 기량을 가

을 만들기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공단

진 프로게이머로 2018 LoL Challengers

직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관내 골목과

Korea Spring 정규시즌에 우승을 했으

을 해소하고 주민 스스로 방역에 동참할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 청소취약지역의

며, 최근 2020 LoL KeSPA Cup ULSAN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2020년 11월부터

환경정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4강에 오르는 등 절정의 실력을 보여주고

매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4

5

우영욱 플루트 독주회
4. 4.(일) 16:30
엘림아트센터
전석 1만 원

식목일

정에 밝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 곳곳을

11

12

돌며 주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전재성 바이올린 독주회
4. 11.(일) 16:30
엘림아트센터
전석 1만 원

SAT

1

2

3

4월 청라국제도서관 행사
4. 1.(수) ~ 30.(금)
청라국제도서관 내
도서관 3행시, 온(溫)가족
영화제, 과년도 잡지 나눔전 등

원화전시회
4. 1.(수) ~ 30.(금)
청라국제도서관 로비
오늘은 뭐 읽을까?

: 사서추천도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4. 1.(목) ~ 6. 30.(수)
: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청라국제도서관 어린이실
청라국제도서관 어린이실
/ 어린이실 이용자
및 유아방 / 0~35개월 영유아

심곡도서관 ☎ 032-568-0133
신석도서관 ☎ 032-571-9457
청라국제도시문화예술원 ☎ 032-566-3535
인천 서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FRI

www.issl.go.kr

6

7

8

1일 1행의 기적
4. 7.(수) 10:00~12:00
청라국제도서관 세미나실
독서(讀)하고, 기록(記)하고,
행(行)하라 / 성인 20명

13

9

10

엄마랑 아가랑 책 놀이
4. 2.(금) ~ 4. 23.(금)
매주 금요일
신석도서관 온라인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재능기부 그림동화 영어
스토리텔링
4.10(토), 4.24(토)
10:00~11:00
청라국제도서관 세미나실

14

15

16

17

21

22

23

24

27

28

29

30

랜선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4. 28.(수) 19:00~21:00
심곡도서관 온라인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4. 28.(수) 16:00~18:00
청라국제도서관 3층 옥상

우리 아이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
4. 29.(목) 10:00~12:00
청라국제도서관 세미나실

석남도서관
책 향기가 흐르는 도서관
4.13(화) ~ 4.23(금)
석남도서관, 온라인

있는 선수다.
문 의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 032-560-3035

문 의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 032-560-3387

문 의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 032-560-0892

18

19

앙상블 별
4. 18.(일) 16:30
엘림아트센터
전석 1만 원

원당동

20
검단도서관 제6회 책 울림
4. 20.(화) ~ 4. 23.(금)
검단도서관 온라인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외국어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문 제작·배포
원당동은 원룸이나 다세대 및 빌라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의 올바른 배출을 계도하기 위해 외국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일부 외국인의 쓰레기 무단투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재건 원당동장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은 뒷골목 쓰레기 zero화로 가는 첫 단계이며, 이번 외국어 안내문을 통
해 외국인의 인식이 개선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 032-560-3486

25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실내악 시리즈 5
4. 25.(일) 16:30
엘림아트센터
전석 1만 원

26

심리야 살롱, 문학을 활용한
알아차림의 시간
4. 28.(수) 19:00
검암도서관 온라인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 달력에 표기된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6

보건·복지 소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모집

대상자 각 가정 및 외부장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가족, 긴급위기가족

프로그램

내용
- 초, 중학교 재학하는 (손)자녀에게 배움지도사 파견
- 자기주도 학습계획 : 자녀의 학습 상태 및 상황 점검,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 형성
- 학습지도 : 과목별 학습지도, 부족한 기초학습지도, 숙제 지도 등
- 정서지원 : 멘토링 서비스 등
- 일상지도 : 일상생활 지도 및 일상생활습관 지도 등

자녀
학습·정서
지원

※ 배움지도사 서비스 지원 시 부모 상담 필수

- 위기 사건을 경험한 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지지리더 파견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 지지리더가 직접 상담하거나 기관 내 상담사와 연계하여 상담 제공

심리·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문의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의 일시 돌봄, 가사 활동, 개인 활동,
정서지원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61

돌봐주는 정부서비스입니다.
서비스종류 ①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 36개월 / 시간당 10,040원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등
② 시간제

: 만 3개월 ~ 12세
기본형 - 시간당 10,040원 / 종합형 - 시간당 13,050원
기본형

: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 일반형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세탁물, 청소, 설거지 등)
③ 질병감염 아동지원 : 만 3개월 ~ 12세 / 시간당 12,050원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신청(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 → 제공기관 확인 및 연락 →
돌봄 선생님 파견
※ 요금은 양육공백 발생 사유 및 가구별 소득수준, 아동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사업팀 ☎ 032-560-4568

장애인급여(연금·수당)지원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 2, 3급
중복장애
연금

지원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21년 기준)

기초급여+
부가급여
(월 2만 원
~38만 원)

장애수당

월 2~4만 원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2~20만 원

문의

대상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등록 여성장애인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다문화가족

일시
장소
내용
비용
문의

2021. 4. 13.(화) ~ 5. 20.(목) 매주 화, 목 10:00 ~ 13:00
이제이커피바리스타학원
시험 대비 이론, 실기 과제, 커피 드립, 카페메뉴 만들기
6만 원(시험비용 본인부담)
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팀
☎ 032-569-1562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무료 결핵검사 안내
대상
일시
장소
방법
문의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는 지역주민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서구보건소 1층 결핵실
흉부 엑스레이 촬영, 가래검사
(단, 접촉자의 경우 잠복결핵 감염 검사 추가)
서구보건소 ☎ 032-560-5056, 5792

1인 기준
1백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2-560-4313

2021년 4월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모집기간 2021. 4. 1. (목) ~ 4. 20.(화)
가입대상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내용	매월 근로·사업 소득 발생 시 근로공제금 10만 원
적립(생계급여대상),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최대 538,000원)
지급요건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또는 3년 만기 후 3개월)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

※ 대상자 선정 : 한의사회와 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지원장소
구비서류
문의

2021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대상 및
기준

소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 적합자
※ 4인 기준, 소득: 5,851,548원/월, 재산: 302,324,892원

지원암종

전체 암종

지원금액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 원(백혈병 외 기타 : 연간 최대 2천만 원)

지원기간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대상 및
기준

3개월간 한약재 지원(120만 원/1인)
- 필요시 침구치료는 본인부담
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
난임진단서 원본, 난임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각 1부 등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32-560-0825, 2876

내 용	봄철인 3~5월에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들어 상담이 필요할 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대상
서구주민
내용
- 마음건강검사및 상담
(우울,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자살사고 등)
- 알코올중독, 우울, 자해, 자살시도자 등 정신건강 무료상담
-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 애도 상담
- 사례관리
문의

구분

인천 서구 관내 난임여성 44명(사실혼 포함)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 때, 고민 말고 연락주세요(연중)

서구보건소 보건 소식

구분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제외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21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안내

내 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안전하게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안내(연중)
장소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바리스타2급자격증반 안내
※ 교육 종료 후 바리스타 실습 자조모임 참여 가능한 자 우선 모집

서구청 복지 소식
서구청 홈페이지 소통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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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접종대상

만 18세 이상 주민

접종시기

우선접종자(1~2분기) → 일반 접종자(3~4분기)

※ 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는 접종대상에서 제외
※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부터 접종

대상군별 접종시기(안)

성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① 국가암검진 수검(진단일 2년이내, 폐암 제외)
②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적합자

- 약물 관리, 치료 연계, 자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32-560-5006

1분기

※ 2021년 기준 : 직장 103,000원 이하, 지역 97,000원 이하

65세 미만(57.1.1이후 출생자)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보건소 내소 또는
의료기관 자체접종

65세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119구급대, 역학 조사, 선별진료소 근무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자체접종

지원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 전체 암종)
2분기

지원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 연간 최대 220만 원
(급여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65세 이상 노인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
보건의료인(1분기 외)

지원기간

연속 3년지원

3분기~

성인 18세~64세

※ 구비서류 : 공통 - 진단서(원본) 1부, 환자(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진료비 영수증(원본) 1부,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1부
소아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접수

문의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 032-560-5062

위탁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자체접종
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

※ 접종시기가 되면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별도 안내 예정, 안내되는 일정에 사전
예약 후 접종(참고 : http://www.코로나19예방접종.kr/)

문의

코로나19 대응(콜센터) 이상반응 관련 ☎ 032-560-3425,
기타 각종 Q&A ☎ 032-56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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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소식

일자리 소식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안내

▶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 안내

서구청 일자리 소식
서구청 홈페이지 소통1번가

▶

1.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2021년 서구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안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신청대상
참여자
①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 서구민
※ ’21년 기준 1951년~1971년대 출생자

②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③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취득자

기업지원정책 안내와 기업 워라밸 컨설팅 실시 안내
내 용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정책, 근로자 채용 관련 제도, 노무
및 세무 상담, 기업 워라밸 정책 등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 방법 공인노무사, 세무사, 직업상담사의 방문 컨설팅
※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서구청·고용노동부 지원)

신청방법

문의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e-mail : autumntree88@naver.com
fax : ☎ 032-429-7111
인천경영자총협회 고정욱 주임 ☎ 032-428-8050

융합AI(인공지능)·로봇 핵심인재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2021. 3. 2.(화) ~ 4.30.(금)
교육기간 2021. 5. 3.(월) ~ 8. 5.(목)
대 상	유사학과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 관련업계 종사자, 청년층
20명(서구주민 우선선발)
장소
청라 로봇타워 11층 청라 드림메이커스페이스
교육시간 400시간
수강료
교육비 전액 지원(서구청·고용노동부 100% 지원)
교육혜택 교육수료 후 관련 기업에 취업연계
신청서 제출 e-mail : co31823182@gmail.com
문의
(사)한국코딩드론메이커스 ☎ 032-715-7236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도금)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교육기간
대상
장소
교육시간
수강료
교육혜택
신청서 제출
문의

2021. 3. 2.(화) ~ 4. 30.(금)
2021. 5. 6.(목) ~ 6. 30.(수)
인천시 거주 신중년(5060)세대, 청년층, 취약계층 등 30명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인천 서구 가람로 14 요진코아텍)
240시간(이론교육 86시간+실험실습, 현장실습 154시간)
교육비 전액 지원(서구청·고용노동부 100% 지원)
교육수료 후 표면처리 기업에 취업연계
전화 : 032-569-5284, 팩스 : 032-569-5285
e-mail : hwani05@hanmail.net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 032-569-5284

※ 제외

대상 : 노동시장 재직자(고용보험가입자), 타사업 및 직접일자리
중복 참여자, 개인사업자

참여기관

①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치매예방전문가양성과정 / 4. 5.(월) ~ 6. 9.(수) 46일 180시간
내용 : 치매의 이해, 인지활동지도사, 시니어교육지도사, 걷기지도사
취득 /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행정사무원 양성과정 / 4. 13.(화) ~ 7. 1.(목) 56일 220시간
내용 : 사회복지행정실무, 현장실무 사회복지실천기술(미술상담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청소년공예지도자 양성과정 / 5. 10.(월) ~ 7. 13.(화) 46일 180시간
내용 : 자개공예, 동판공예, 한지공예 등 공예실습, 공예공방답사 등
※ 교육비 : 본인부담금

10만 원(수료시 5만 원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시 5만 원
추가환급)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행정기관 등
※ 제외

대상 : 영리목적 활동기관 또는 종교적·정치적 목적의 기관이나
단체,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접수기간 2021. 1. 19. ~ 모집인원 충원 시까지 상시모집
접수방법	이메일접수(schw2014n@wwp.or.kr),
팩스(032-432-1985),
우편접수(인천시 부평구 신트리로16-1, 2층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 032-560-0862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신중년사업팀
☎ 032-715-7851, 7853

일반교육훈련 안내

2.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발전본부 지원사업(서구 주민만 참여가능)
중소기업사무행정실무자과정 5. 21.(금) ~ 7. 16.(금) 41일 160시간
내용 : 컴퓨터기초(한글, 엑셀ITQ자격증), 전산회계2급 자격증 대비
※ 교육특전 : 교육비전액지원(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발전본부 지원)

교육대상	취업을 원하는 실업여성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접수방법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1매 지참 후 방문접수
(예약접수불가)
문의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32-577-6091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낙원요양원

마전동

조리원

오전09:00-오후06:00

월182

낙원요양원

마전동

요양보호사

3조2교대

월200

㈜세종테크

가좌동

품질관리원

오전08:30-오후5:30

연3300

대한공업(주)

백석동

납품배송업무

오전07:30-오후5:00

월250

㈜한얼환경산업

마전동

단순노무직

오전08:00-오후5:30

월182

㈜케이티엔씨

가좌동

CNC조작원

오전08:30-오후5:30

연2550

㈜새롬판넬

오류동

CAD판넬견적발주

오전08:30-오후6:00

월240

사회복지법인서천재단

심곡동

시설관리담당자

교대근무

연3000

㈜인성우드

경서동

경리사무원

오전08:30~오후5:30

월195

B.T.M

학운리

청소원

오전7:30-오후4:00

시급8720

꽃마루요양원

금곡동

간호조무사

오전09:00-오후6:00

월200

대산금속

오류동

제품포장

오전08:30-오후5:30

시급8720

연합금속

마전동

영업사원

오전08:30-오후17:30

연봉4000

교육시간

홈베이커리

(목/4회)

10:00-12:00

8만 원(재료비포함)

마카롱

(금/4회)

10:00-13:00

20만 원(재료비포함)

(목/6회)

10:00-13:00

커피바리스타

(월, 수/10회) 10:00-13:00

수강료

18만 원
30만 원(재료비포함)

정리수납전문가

(목/5회)

14:00-17:00

10만 원(교재비별도)

타로카드일반

(월/4회)

14:00-17:00

12만 원(교재비별도)

문의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32-577-609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홈페이지

▶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상시 모집
모집대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직업훈련프로그램 서비스 조건에 동의하고, 훈련생활평가를
통해 역량강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훈련시간 주 5일 훈련 09:00~16:00
훈련내용	직업준비, 직무훈련, 임가공작업, 일상생활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대인관계형성 훈련, 지역사회이용,
요리활동, 개인위생교육 등 ※ 훈련비 : 월 20만 원 지급(중식제공)
장소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천 서구 마중1로 12)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sgjob01@daum.net)
※ 통근버스 운영 :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검단오류역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issi.or.kr) 채용공고 참조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활사업팀 ☎ 032-569-7452

서부고용센터 소식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

1. 캘리그라피입문과향상(서예)
일정
접수마감
수강료

4. 1.(목) ~ 5. 25.(화) / 화, 목 16회
4. 1.(목)
269,710원(교재비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80,920원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행
신청 대상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로,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및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교육 이수자
※ 이직사유가 폐업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만료공사종료(32)인 경우에만 가능
※ 단, 신청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제한

2. ITQ-파워포인트 자격증취득
일정
접수마감
수강료

4월 중 / 화, 목 10회
179,850원(교재비, 재료비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62,950원

※ 업체 사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구인정보는 3월 18일자로 접수된 정보이며 이미 마감된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워크넷’에서 구인구직 최신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로

인해 자기부담금 추가 지원(한시적으로 자부담 완화)
※ 가림막 설치 후, 1m 간격 유지를 위해 수강생 인원을 줄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 032-560-5809

교육일정

색채심리상담1단계

문의

구인정보

과정명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32-577-6091

신청 절차	이직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로그인후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제출 탭에서 확인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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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서구

시설관리공단 소식

생활정보

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유관기관 소식

▶

헬스장 ‘핏(fit) 썬데이’ 무료강습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서구청 소식
서구청 홈페이지 소통1번가

신청기간
참여방법

▶

2021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액(EM) 보급 안내
친환경미생물발효액(EM)이란?
EM은 자연 유래 유익균으로, 악취제거·부패억제·수질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천연 탈취제입니다. 서구에서 보급하는 EM은 한차례 발효한
것으로, 발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급기간
보급장소

희석하여 사용할 시 : 신발장 탈취, 생선 및 삼겹살 냄새 탈취, 냉장고
청소, 설거지, 집 청소, 가구 닦기, 새집 증후군 탈취 등

문의

발효액은 실온(10~35℃)에 밀봉 보관하세요.
희석한 발효액은 당일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색 부유물은 유익한 효모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 032-560-4414

운영대상
운영장소
접수기간
접수방법
운동내용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대상 2021. 1. 1.기준 조사대상필지
열람기간 4. 5.(월) ~ 4. 26.(월) 20일간
장소
인터넷 및 전화문의 ※ 토지정보과 지가정보팀 ☎ 032-560-4842, 3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4. 5.(월) ~ 4. 26.(월) 20일간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인터넷(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자우편 및 팩스
향후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감정평가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예정
문의
토지정보과 지가정보팀 ☎ 032-560-4842, 3

2021. 3 ~ 10월(첫째주 일요일 / 월 1회)
1부 10:00~12:00, 15명 / 2부 14:00~16:00, 15명
서구 인근지역 중·고등학생 30명
국민체육센터 2층 헬스장
강습 10일 전 ~ 강습 당일 전, 10일간(매월 신청)
방문접수 후 신청서 작성
① 운동처방 : 체성분 검사(인바디720)
② 강습 OT :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 부위별 운동기구 설명
③ 프로그램 티칭 : 준비운동(부상예방), 서킷 트레이닝,
맨몸운동, 크로스 핏, 근육의 자극점 찾기
④ 피드백 : 정리운동, Q&A(방법,체중,식단 등), 간단한 후기 작성
국민체육센터 ☎ 032-569-7980

문의

4월 ~ 10월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급기에서 무료보급(개인 통 지참)

발효액을 그대로 사용할 시 : 음식물 수거용기 및 싱크대 하수구 악취
제거, 행주 및 도마 청소, 가스레인지 후드 청소

유의사항

문의

2021. 3. 1.(월) ~ 5. 31.(월)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의견 등록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budget/
사업제안 → 주민제안 사업신청
(오프라인)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방문·우편·팩스 접수
방문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공동체 협치과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공동체협치과
팩스 : 032-560-2782
공동체협치과 주민공동체팀 ☎ 032-560-4787, 4789

운영기간

서구지역 내 유료공영주차장 신규 운영 개시
주차장명

위치

완정네공영주차장

마전동 1011-3(완정역 맞은편)

고산후공영주차장

당하동 1029-1(원당풍림A 일원)

완정미소주차장

마전동 1055-3(당하동 풍림3차 일원)

당하두루누리주차장

당하동 1114-1(당하동 하이마트 인근)

코스모나눔주차장

가좌동 556-36

서곶누리공영주차장

심곡동 323-8

문의

구 분

1차(3시간)
주민자치 이해 강의

2차(3시간)
참여형 워크숍

청라권역

3. 23(청라2동) 강사 : 조재학

4. 6(청라3동) 강사 : 박혜연

석남권역

4. 15(석남1동) 강사 : 김일식

4. 20(석남2동) 강사 : 박혜연

가정·가좌권역

4. 8(가좌1동) 강사 : 김일식

4. 19(가정3동) 강사 : 이금남

검단권역

4. 16(마전동) 강사 : 이정미

4. 22(당하동) 강사 : 박혜연

4. 2(오류왕길동) 강사 : 조재학

4. 12(오류왕길동) 강사 : 이금남

※ 코로나19 상황 및 수강 인원 10인 미만 시 취소될 수 있으니, 서구청 공동체협치과
(560-4788)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공동체협치과 주민공동체팀 ☎ 032-560-4788

사업내용	공공, 민간건물 및 주택단지에 신재생설비를 집중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에너지복지 제공
사업지역	서구 일원(오류왕길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연희동,
검암경서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원창동 일대)
지원대상 해당지역 공공, 민간[주택, 일반(산업체, 상가), 공공]
지원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신재생에너지)
사업규모 약 3,500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기간 2021. 3. 1.(월) ~ 5. 21.(금) 18:00까지(예정)
신청문의 JH에너지 ☎ 070-4713-0690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 032-560-4462
※ 2022년 인천 서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

문의

경제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 032-560-4462

개편 전 관할구역

개편 후 관할구역

석남1·2동, 가좌1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신현원창동

가석파출소

가정3동, 석남3동

석남2·3동

가좌지구대

가좌2·3·4동

가좌1·2·3·4동

청라지구대

청라1·2·3동, 가정1·2동

청라1·2·3동

신설(’21. 2. 17.)

가정1·2·3동

가정지구대

문의

인천서부경찰서 경무계 ☎ 032-453-3212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없는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 안내
내 용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증명서를 공단 방문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www.gov.kr)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 정부24 앱(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무인 발급기 정부에서 설치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지문인식 후 발급
전화
☎ 1577-1000 전화 후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만 가능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 증명서 발급 서비스 선택(음성 ARS, 보이는
ARS) → 신분증 정보 확인 → 개인 고유정보 확인 → 증명서 발급

공영주차장 ☎ 032-580-1170

장애인복지혜택 안내 상담전화
서부여성회관 소식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구분
석남지구대

※ 무인주차장(노외)24시간 운영(연중무휴)

주민자치회 전환 사전 주민 설명회 및 주민자치 학교
찾아가는 주민자치 학교(기본교육) 일정(14:00 ~ 17:00)
참여대상	청라2·3동, 가정2·3동, 석남1·2·3동,
가좌1·3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주민 및 그외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가정1·2·3동을 관할하는 가정지구대 개소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안내

▶

서부여성회관 2021년 제2기 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4. 19.(월) 09:00 ~ 4. 30.(금) 인터넷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 5. 3.(월) ~ 7. 17.(토) 11주 과정
교육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전체 20% 남성수강 가능 - 단, 일부강좌 제외

수강 료

36,000원 ~ 60,000원(11주분) ※교재ㆍ재료비 별도

개설과목

자격증 취득교육, 취업·창업교육, IT전문교육, 어학전문교육
문화아카데미, 웰빙건강교육, 주말교육, 특강

※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incheon.go.kr/wiw
※ 코로나19 관련하여 일정 및 개설과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서부여성회관 사회교육담당 ☎ 032-458-7360

내 용	장애인전화는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서비스 제공
①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② 전화 상담 : 매주 월~금 09:00~18:00
③ 온라인상담 가능 : www.ijy.or.kr
문의
☎ 1588-0420 또는 ☎ 032-888-1030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체계 변경 안내
일시
사유

4. 13.(화) 10:00 ~ 4. 16.(금) 16:00(78시간)
성산가압장(공촌정수장) 가동중단에 따른 남동정수장 등
대체 수돗물 공급
해당지역 서구 전지역
당부사항 10분 이상 녹물이 발생하거나 수압저하 시 국번없이
120(미추홀콜센터)나 서부수도사업소로 신고해주세요.
문 의	미추홀콜센터 ☎ 120번 / 서부수도사업소 ☎ 72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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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심기 좋은 날은 언제?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한주연

돌아오는 4월 5일은 바로 나무를 심는 날인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은 숲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나무를 심으며 산지의 자원화를 북돋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식목일이 4월 5일
이 된 이유는 절기상 나무를 심기 가장 적합한 청명과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식목일은 미국의 한 개척민이 숲이 헐벗은 것을 보고 산림 녹화 운동을 추진하고, 주민

전체가 봉사하는 날을 지정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 후 미국 전체와 캐나다로 퍼져

제주의 아픔, 4·3 사건
마전중학교 김도희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4월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사건이 떠오릅니다. 사실 4·3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4·3사건이란, 1948년 4월 3

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
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4·3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복과 동시에 북쪽은 소련이, 남

나가며 전 세계에서 본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949년 대통령의 말씀으로 식목일

쪽은 미국이 장악해버립니다. 이때 제주도도 미군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여러

에서 제외되었어요.

를 유엔에 올립니다. 유엔은 빠른 시일 내에 통일 독립 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지정되었고, 이후 폐지하고 부활하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엔 2006년에 공휴일

나무는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 꼭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큰

서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명예기자단들의
원 고 를 받 아 진 행 되 는 지 면 입 니 다。

나무는 약 성인 4명이 하루에 숨을 쉬는데 필요한 양의 산소를 공급 한다고 해요. 또,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기
도 합니다. 이 때문에 나무는 공기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러 가는 일은 힘들어졌지만, 식목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식목일 의미를 되새기고, 나무를 심으며 뜻깊은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제3기 Green 서구

매월 발간되는 Green서구 소식지에 원고를 게재할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명예기자단
모집 안내

초(5~6학년)·중·고등학생 (10명 내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2021. 3. 24.(수) ~ 4. 7.(수)

활동기간
활동혜택
신청방법

위촉일부터 1년
원고 제출 시 자원봉사실적(월 4시간) 인정
지원신청서, 지정주제기고문 작성 후 제출
※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가능

e-mail
주소

pooh9813@korea.kr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본관3층 홍보정책담당관
※ 서식은 ‘서구청홈페이지-서구소식-새소식’에서 다운

문의

홍보정책담당관 홍보팀 ☎ 032-560-4142

차례 회의를 열어 신탁 통치와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나자, 이 문제
소련이 북한의 인구가 너무 적어 불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한국 임시 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

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선거는 남한만이라도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
만 1948년 4월 3일,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있을 때, 이를 반대한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 제

주도당의 무장대가 경찰지서 12곳을 습격하고 우익 인사들을 살해하고 그 가족들까지도 살해
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 정부가

제주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력은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남로당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초토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민간인들 중
남로당 세력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정
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하면 푸른 바다, 해산물, 돌하르방, 귤 등이 생각나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섬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제주도도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4·3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
도록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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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은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무뎌진 감성을 깨워줍니다.
바쁜 일상에 마음의 양식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구민 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날
을

[산문]

매화

뿌린대로 거둔다

[청라동에 사시는 정덕호님]

‘케이크 기프티콘’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마전동에 사시는 황민영님]

시리도록 추운 엄동설한을 견디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금의 분쟁이라도 보이면 내용의 옳고 그름

봄을 전하고자

과 상관없이 언제나 엄마의 말투를 먼저 탓하는 10대의 아들 딸. 순간 섭섭

꿋꿋이 피어나는 매화여!

떠오르면서 부럽고...

하고 괘씸한 생각도 들고 무조건 엄마편이 되어준다는 다른 친구 이야기가

자기의 소임을 잊지 않고

과연 그대는 사군자중에서도 으뜸이로세!
은은하면서도 십리를 퍼지는 향기는

냇가에서 찬물로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아주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오리라고
희망을 선사하네!

백옥빛의 꽃이파리와 처절한 가시는
한양으로 길떠나는 나그네에게
대장부의 기개를 품으라 하네.
인고의 세월을 거쳐

끝내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대처럼

우리도 어두움을 뚫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꼭 맞이하리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이가 어려서 어떤 문제를 만나오면, 친구와

싸웠다는 소리를 들었을때, 선생님께 억울하게 혼이 났을 때도조차 나는 언
제나 아이에게 “네가 뭔가 잘못 한 거 없니?” 라고 묻는 엄마였다.

어쩜 그렇게 어리석고 답답한 부모였는지. 지금 아이가 내게 하는 말투,

상황. 사실은 모두 내게서 전해 받고 학습한 것들이라 이제는 미안해서 더욱
가슴 아프다. 밝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아이의 좋은 에너지들이 감소 되게 만
든 주요 원인은 바로 나였던 것이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 누군가 일부러 만들었다는 설도, 동물에게서 비

롯되었다는 설도. 어느것이 사실인지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가지는 알 듯하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었든, 자연의 형벌이었

든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 지구의 환경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 그런
행동들이 곧 부메랑이 되어 문명 사회를 빠르게 덮쳤다는 것을 말이다.

선예빈(승학로)님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엄마, 매일 삼시세끼하랴, 설거지, 청소, 문제집 채점에 말 안 듣는
우리 가르치랴.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에서도 항상 웃음 잃지
않고 나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집안
에서 씨름하는 엄마를 보면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엄마 도와줄게 ♡ 코로나19 끝나면 나랑
데이트하자!!

장바구니,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분리

수거 정확히 하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면

우리 후대가 살아갈 미래는 조금은 더디게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아이들이 편안히 안전하게 숨쉴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오길 소망해 본다.

여러분의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합니다
서구 신춘문예
참여방법

시, 산문, 수필 등 구민들의 실력을 맘껏 펼쳐주세요. 문학인을 꿈꾸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작품의 오타, 비문 등이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내실 곳 greenseogu@naver.com 참여방법 작품과 함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축하하고 싶은 날,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 때로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할 때. 사연과 함께
greenseogu@naver.com로 신청해주세요. <GREEN 서구>가 여러분의 특별한 날을 위해 케이크를 보내드립니다.
* 선물 받으실 분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 기프티콘 사용 후 케이크와 함께 인증 사진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사연과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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