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월 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과천시)

★ 이 달의 집중 홍보 ★
◦ 국제 바이오아트 페스티벌 “포럼&전시”

/문화체육과

◦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정보통신과

◦ 2019년 4분기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복지정책과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안내

/환경위생과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사업 안내

/환경위생과

◦ 주말운동하고 인증사진 보여주면 음식점 할인!

/환경위생과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위생과

◦ 과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교통과

◦ 과천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보건소

◦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안내

/보건소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소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보건소

< 일반 홍보자료 >
◦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복지정책과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환경위생과

◦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환경위생과

◦ 탄소포인트제

/환경위생과

◦ 피부병 무료 검진

/보건소

(이달의

집중 홍보)

국제 바이오아트 페스티벌 “포럼 & 전시”
(자료제공 : 문화체육과 ☎ 02-3677-2472)

과학과 예술의 융합으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그 아름다
움을 표현한 작품 전시회와 바이오아트 관련 연사와 해외 유명 과학자초청
포럼으로 다양한 예술 기회 제공
○ 바이오 아트(Bio-art)란?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생물학 실험 기법이 소재가 되는 융·복합 형 예술

□ 포럼 및 축하공연
○ 일 시 : 2019. 11. 2.(토) 09:30 ~ 17:30
○ 장 소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 내 용
- 국제적 과학자와 예술작가의 강연회
- 슈퍼밴드 출신 뮤지션 공연 (디폴, 닥터스 밴드)

□ 전 시
○ 기 간 : 2019. 11. 2.(토) ~ 11. 29.(금)
○ 장 소 : 과천시민회관 2층 유휴공간 (구 중식당 홍샤오)
○ 내 용 : 2019 바이오아트 국제공모전 수상작 전시
(주제 : 생명의 아름다움 - The Beauty of Life)

□ 협조사항
○ 과천의 미래 성장동력인 R&D 중심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 과학, 예술, 문화가 함께하는 화합 및 융합의 장을 마련하는 국제 바이오아트
페스티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홍보

일시 : 2019년 11월 2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국제 바이오아트 페스티벌> 포럼 프로그램
1부 : 바이오아트 페스티벌 개막식 및 시상식
시간

행사명

진행자/연사

09:30-10:00

등록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10:00-10:10

개회사

김종천 (과천시장)

10:10-10:30

축사 및 VIP 기념촬영

이우일 (서울대학교)
Ming Wei Wang
(The National Center for Drug Screening, China)

10:30-11:00

시상식

11:00-11:10

Convergence of BioScience and Art
(생명과학과 예술의 융합)

11:10-11:40

X-ray art의 새지평

정태섭 (인천국제성모병원 교수)

11:40-13:00

오찬 및 전시공간 투어

테이프 커팅식 및 사진촬영

수상자 상장, 꽃다발, 상금수여
김성훈
(서울대학교,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2부 : 축하공연 및 국내·외 바이오아티스트 강연
13:00-14:00

14:00-14:40

14:40-15:20

축하공연

“디폴”

Medium, Media, and Milieu:
Innovations and practices in New
Bioarts
(매체, 미디어, 환경 :
새로운 바이오아트의 혁신과 관례)
Speculative Design and the New
Human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새로운 인류)

Arthur Clay(Artist, Switzerland)

Nestor Pestana (Artist, UK)

15:20-16:00

Biotechnological Dreaming: The new
creatures
(생명공학적 꿈 : 새로운 생명체)

Paul Gong (Artist, USA)

16:00-16:15

Coming into BioArt
(바이오 아트의 계기)

이시원 (작가)
(2017 본상, 2018 장려상 수상자)

16:15-16:30

Break

16:30-17:20

축하공연

“닥터스”

17:20-17:30

폐회

김종천 (과천시장)

(이달의

집중 홍보)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자료제공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 02-3677-2082)

○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입니다.
○ 빈집을 포함해 모든 거처(가구)를 확인하는 조사이지만 대부분의 조사는 가구
를 방문하지 않는 ‘현장 확인’으로 이루어지지만, 특정한 항목을 조사를 위해
일부 가구는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조사원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 조사기간 : 2019 11. 6.(수) ~ 11. 25.(월)(20일간)
□ 조사대상 : 총19,689가구(관내 모든 거처 및 가구, 빈집 포함)
□ 조사항목 : 12항목(주소, 조사대상 여부, 거처 종류 등)
□ 조사방법: 가구 현장 확인, 일부가구 대상면접 조사
※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조사 및 전화 조사 실시
□ 조사요원 : 총11명(조사관리요원 3명, 조사원 8명)
□ 결과활용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및 표본틀 등 기초자료 제공

(이달의

집중 홍보)

2019년 4분기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목(HY헤드라인M, 18P,
보통)
목(H드라인M,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
☎ 02-3677-2866)
○ 지원대상

18P, 보통)

- 2019. 10. 1.기준 만 24세(생년월일 1994. 10. 2. ~ 1995. 10. 1.)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소득, 취업, 재학, 성별 구분 없이 지급
○ 지원내용 : 과천시 지역화폐(전자카드) 25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19. 11. 1. 9:00 ~ 11. 30.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모바일 가능)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 주민등록초본 홈페이지 업로드(전체 주소이력 포함, 신청일 발급분)
○ 지급예정일 : 12. 20일 경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인터넷포털 “잡아바” 참조

(이달의

집중 홍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안내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02-3677-2246)

□ 조기폐차 지원 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노후경유자동차
○ 2019. 8. 12.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과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2019. 8. 13. 이후 전입된 5등급 경유차량은 2020년 보조사업 대상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또는 엔진개조를 한적이 없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보조사업 기간 : 2019. 8. 26. ~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총중량
3.5톤 미만
3,500cc
3,500cc
5,500cc
총중량
3.5톤 이상 5,500cc
7,500cc
7,500cc

지원율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

기본

추가 지원

165

100%

-

100%

200%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440
750
1,100
3,000

※ 3.5톤 이상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차량기준가액 20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안내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조기폐차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우편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부평동, 여산빌딩)
- 이메일주소 : 1577-7121@aea.or.kr(반드시 스캔파일로 전송)
○ 조기 폐차 신청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과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메뉴에서 ‘2019년 제2차 과천시 조기폐차 보조사업
시행 공고문’을 검색하여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차량소유주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이달의

집중 홍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사업 안내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02-3677-2246)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 2019. 8. 12. 기준으로 사용 본거지가 과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 2019. 8. 13. 이후 전입된 5등급 경유 차량은 2020년 보조사업 대상임

□ 보조사업 기간 : 2019. 8. 26. ~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 금액
(단위 :

장치 가격
구 분

DPF

p-DPF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RV, 승합
복합
화물
소형
저감효율 RV, 승합
소 70% 미만 화물
형 저감효율 RV, 승합
70% 이상 화물

계

보조금

5,988
5,409
10,327
7,791
3,727
3,727
1,986
1,986
1,986
1,986

5,391
4,869
9,295
7,013
3,262
3,355
1,650
1,699
1,689
1,738

자기부담
금액
부담률
597
10.0%
540
10.0%
1,032
10.0%
778
10.0%
465
12.5%
372
10.0%
336
17.0%
287
14.5%
297
15.0%
248
12.5%

천원)

유지
관리비
462
462
462
462
462
462
12
12
12
12

※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 금액 및 부담률은 위 표를 참조.

□ 신청 방법 및 진행 과정
①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저감장치부착지원센터(1544-7302)
를 통해 해당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제작사)를 안내 받음
② 소유자는 장치 제작사와 장치부착에 대한 계약 체결하고, 장치가격의 자기부담금액을
장치 제작사에 납부 (나머지 금액 시에서 장치 제작사에게 보조금 지급)
③ 저감장치 부착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합격하면 완료
④ 장치 제작사가 시에 보조금을 청구하고 시는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이달의

집중 홍보)

주말 운동하고 인증사진 보여주면 음식점 할인!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02-3677-2232)

○ 주말 등산은 물론! 둘레길을 걸어도! 양재천길, 대공원길 걸어도! 어떤 종목이든
지 운동 후 인증사진 하나면 과천 대표맛집 47개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과천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중복할인 효과가!

(이달의

집중 홍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02-3677-2251)

○ 음식물이 아니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 식재료 중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
분리배출 요망

○

년

2019

월

1

일부터는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

16

제봉투를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 전용쓰레기통에
배출하셔야만 고양이가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달의

집중 홍보)

과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자료제공 : 교통과

☎ 02-3677-2282)

○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자진반납일 기준) 운전면허 소
지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
○ 지원금액 : 과천시 지역화폐(종이류) 10만원 지급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청시기 : 2019. 9. 2. 부터
○ 신청장소
- 과천경찰서 민원실 (T.02-2149-4359)
- 경기도 내 운전면허시험장 (T.1577-1120)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반납신청 하여야 하며, 2019년 예산이 소진 되면, 다
음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드림
○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교통과 (T.02-3677-2282) 로 문의바랍니다.

(이달의

집중 홍보)

과천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자료제공

:

보건소 ☎

02-2150-3848,58)

○ 대상 : 과천시민 중 만 60 ~ 64세 (’55.1.1 ~ ’59.12.31.출생자) 및 기타 대상자
※ 기타 대상자 및 구비서류
만성질환자(해당질병코드 기재된서류), 기초수급자(건강보험증), 장애인(복지카드), 장기
기증자(장기기증등록증), 다문화가정(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
보훈대상자(유공자증)
○ 장소 : 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
○ 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 2019년 10월 31일(목)

날짜

대상지역 (행정동 기준)
2019.10.29.(화)
과천동, 갈현동
2019.10.30.(수)
별양동, 중앙동
2019.10.31.(목)
부림동, 문원동
※올해는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관리 문제로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만60~64세는
날짜를 나누어 시행합니다.
이후, 11월 1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과천시보건소에서 접종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공통), 대상자 확인서류(기타대상자)
○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 [ 02) 2150-3848, 3858 ]

(이달의

집중 홍보)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안내
(

자료제공

:

과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2-2150-3884)

○ 대 상 : 과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시설입소 대상자 제외)
○ 내

용 : 기저귀, 약달력, 에이프런
구 분

지원품목

지원기준

비고

기저귀

팬티형 기저귀(1팩 10개입)

1인당 월 1회 1팩

소급지급 불가

약달력

주간 약달력

1인당 연 1회 1개

-

에이프런

식사용 방수 에이프런

1인당 연 1회 1개

-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일정 : 첫째, 셋째주 월요일
○ 문의 : 과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2-2150-3884)

(이달의

집중 홍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자료제공

:

과천시보건소

☎

02-2150-3826)

○ 지원대상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연속 경기도 내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 1년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예: 2019.1. 1. 출산은 2018.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산일(‘19.1.1.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1.1. 출산한 경우, 2019.1.1. ~ 2019.12.31.까지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정
→ 보건소 담당자 승인 후 카드 발급(최대 2주 이내)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지원내용
-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수유브라 및 쿠션, 모유 저장팩 등
-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 산모건강관리 :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 과천시 지역화폐 모든 가맹점 사용 가능

○ 유의사항
- 지역화폐 발행 이후 지급되며, 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재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를 직접 (카드사) 신청·발급해야 하는 경우, 기한 내 미 발급 시 지급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사용지역 제한을 하고 있으니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집중 홍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

자료제공

:

보건소

☎

02-2150-3826)

○ 대상
- 정부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3인 기준 : 소득 3,760,000원 건강보험료 (직장) 121,528원 (지역) 115,254원)
과천시보건소 홈페이지(www.ghc.go.kr)참고
- 경기도 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 과천시 지원 대상자 :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장소: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2-2150-3826)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가구원수 확인자료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생증명서(보건소 등록 임부 제외)
- 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증명서(유·무급 증빙자료) 등
-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출산휴가 30日 이상자 및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 시) 등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사업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청소, 의류 및 침구 등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위원 공개모집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

☎ 02-3677-2866)

○ 모집기간 : 2019. 10. 31.(목)까지
○ 모집인원 : 13명 이내(이 중 청년은 7명 이상)
○ 모집대상
- 청년위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과천시 거주 청년
- 전문가 :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활동내용 : 청년정책 심의·자문, 정책 발굴 및 의견제시
○ 신청방법 : E-mail, 우편, 방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소통-고시/공고) 참고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02-3677-2251)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시려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가셔서 대형폐기물 신고확
인증(스티커)을 구입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고 해당 동의 수
거업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거업체 연락처 현황>

동

업체명

전화번호

중앙동

개운환경(주)

02-502-4946

갈현동

현대환경(합자)

02-504-2870

별양동

대정위생(주)

02-503-0967

부림동

신영산업(주)

02-504-5992

과천/문원동

과천산업(주)

02-507-7209

○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기준은 市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정보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 대형폐기물 신고확인증 판매소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
중앙동

판매소 상호
DC

마트,

중앙점), 래미안할인마트(중앙동)

GS25(

갈현동

모닝글로리, 세븐일레븐(원문점)

별양동

세븐일레븐(중앙공원점), 문원슈퍼

부림동

세븐일레븐(관문체육공원점), 과천농협,
슈퍼, 홈마트
GS25(양지마을), 주암마트,
GS

과천동

과천광창점), GS25(과천관문점)
세곡마을구판장, 공원슈퍼, CU(과천여울),
CU(

문원동

문원공원점), 문원침구, 슈퍼랜드

CU(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02-3677-2246)

미세먼지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신청하세요
과천시 홈페이지 우측상단 “대기질 정보 SMS 신청” 클릭하여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신청하시고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받으세요.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내용 :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 과천시 홈페이지 접속→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탄소포인트제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v

☎ 02-3677-2244)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자 거주시설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세대
당 개별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고객번호는 필수 입력사항, 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는 선택사항)

v 신청 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나요?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미리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확인하셔야 합
니다. 에너지요금이 관리비와 합산되어 고지되는 참여세대(아파트 등)는 별도 기
입 없이 관리비 합산 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v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인터넷 신청
① www.cpoint.or.kr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
③ 참여자 가입유형 선택
④ 약관 동의
⑤ 실명인증 or 공공아이핀 선택 후 본인인증
⑥ 필수정보 입력

2. 시청에 직접 방문
① 과천시청 환경위생과(3층)에 방문 신청
<개별 아파트 참여자>

<개별 단독(연립/빌라) 참여자>

v 잠깐! 멀티탭 받으셨나요?
가입 확인 후, 신규 가입자에게 개별 3구 멀티탭 등을 드립니다.(과천시청 3층 환경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