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구용용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용용임

방역수칙 준수

8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용용사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이용인원 제한(면적 8m²
당 1명, 좌석 30% 또는 50%)
다용시중
이용시설

-집합금지 없음
-운영시간 제한없음

사회복지
시용시설

-정상운영
-이용인원 자율조정

모든 다중 이용시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식당,카페,노래연습장, 운영시간 22시로 제한
유흥시설 24시까지 영업 유흥시설 22시까지 영업 - 클럽(나이트 포함),
-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정상운영
-이용인원 자율조정

이용인원의 50% 이하로 운영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우리의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신부,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심부전, 당뇨병, 천식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지키기를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증상자 즉시 무료 선별검사 받기
※ 감염 증상 :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가래, 두통, 오한, 미각·후각소실, 호흡곤란
사적 모임과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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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잦은 여름철,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① 여름철에는 항상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②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③ 오후 2시~5시 사이는 가장 더운 시간이므로 야외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④ 냉방기기를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 적정 실내온도 : 26~28℃
⑤ 모자, 양산·우산 등을 사용하여 햇볕을 차단하고 체감온도를 낮춰줍니다.
⑥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식중독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음식 조리 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증세가 나타나며 평균 2~7일의 잠복기가 있습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헹구고

니다.

육류 및 수산물 등은 완전히 익혀 섭취하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식사를 중단하시고

음식물은 1회 먹을 만큼만 준비하기

물이나 이온음료 등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야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되도록

하며, 같이 식사한 2인 이상의 사람이 증상이

2시간 이내에 섭취하기

심해지고 열이 나거나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긴

확인되지 않은 약수나 샘물 마시지 않기

다면 곧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으세요.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는 요즘,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한여름 OOO 쉼터가 있다.
(5면 참조)

■ 우편 및 방문 시
(02565)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홍보담당관 실버소식지 담당자 앞
■ 이메일 이용 시 kokile@ddm.go.kr
■ 홈페이지(www.ddm.go.kr) 이용 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구정간행물
→ 실버소식지 → 실버퀴즈 응모
■ 응모마감 : 8월 31일(월)까지
지난호 정답 : 선농단
지난호 당첨자 : 김연숙, 김홍익, 이복순, 유혜숙, 윤억규
신바람 실버 동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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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대상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상주택]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가입방식] 저당권방식 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21.2월 기준
주택가격

1억 원

3억 원

5억 원

7억 원

9억 원

55세

16

48

80

112

144

60세

21

63

106

148

191

65세

25

76

126

177

228

70세

30

92

153

215

267

75세

37

113

189

246

289

80세

47

143

239

322

322

연령

[문상주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동부지사 ☎02)2049-1366, 1377, 1388, 1399

■ 기여기간 : 2021년 3월~12월
■ 대여기상 : 동대문구 주민 및 관내 직장인
■ 대여기간 : 최대 4주(1종/1회)
•대여기간 : ※1인 연 3회 대여 가능
■ 대여물품 : 혈압기, 혈당기, 염도계
■ 대여방법
- 예약약 : 전화로 사전예약
- 방약문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수약령 : 신청서 작성 후 대여
- 반약납 : 직접방문 반납
■ 내여기용 : 건강관리키트 대여(무료), 주 1회 건강
정보 제공 및 상담
■ 수령장소 : 동대문구보건소 1층 내과
■ 문여기의 : 보건정책과 ☎02)2127-542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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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뎌진 칼이나 고장난 우산 수리를 위해 칼갈이·
우산 수리 센터를 운영합니다.
■
■
■
■

기의사간
장의사소
일의사시
일의사시

:
:
:
:

2021년 7월 1일(목)~10월 29일(금)
동 주민센터(동별 순회운영)
월~금(주말, 공휴일 제외)
※ 각 동주민센터별 요일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 시의사간 :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 시의사간 : (접수 마감은 오후 3시까지)
■ 시의사간 : ※ 접수가많을경우조기마감될수있습니다.
■ 비의사용 : 무료
※ 1인당 2개 이내의 칼, 가위 등과 2개 이내의 우산
만 접수 가능
■ 운영 일정 문의 : 각 동주민센터 또는 일자리정책과
■ 운영 일정 문의 : ☎02)2127-4363

총무와 봉사회원들의 노력으로 키운 채소와 꽃이 만
발해 아름다웠다.
경로당 안에는 코로나19로 회원들이 많이는 없었지
만 서너 명의 임원과 봉사자들,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출입자 관리대장이 비치
되어 있었고 백신 예방접종 현황도 기재하게 되어있어
감염병예방에 신경 쓴 모습이었다.
지난 6월, 경로당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듣고 답십리

김화남 회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는 할아버지 25명,

3동경로당(동대문구 황물로30)에 취재 차 방문하였다. 할머니 35명으로 최고령은 94세 할머니이고 75세가
답십리3동경로당은 5층 건물로서 어르신들을 위해 막내라고 알려주셨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경로당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총무님과 회장님은

1~2층은 데이케어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할머 엄지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으셨다.
니방, 4층은 할아버지방이며, 유아 놀이방을 겸한 어린
이“북카페”
도 한 쪽 코너에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경로당이 되기를 기원하
면서 답십리3동경로당 방문 인터뷰를 마쳤다.

5층은 옥상으로 개방된 곳인데 이곳은 꽃과 상추 등
채소와 화초를 가꾸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실버기자·오승훈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는 요즘,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소개합니다.
■ 운영기간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 장소 및 운영 시간 : 경로당, 주민센터,기타 6개소 (동대문구 내 총 151개소)
※ 연장쉼터는 폭염 특보 발령 시 운영
무더위쉼터명

연락처

운영 시간

당

131개 경로당별 문의

평일 13시~17시

터

14개 동별 문의

평일 09시~18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 02)920-4500

장안종합사회복지관

☎ 02)2242-7564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02)927-0063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070)5068-0702

우 리 사 랑 복 지 원

☎ 02)2215-8027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 02)2245-0030

경
동

로
주

민

센

평일 09시~18시

평일 09시~18시
평일 09시~18시
실버기자·이성철, 오승훈, 정현자, 조규린
신바람 실버 동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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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통장이 방문하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예방
나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볍게 보고 후유증이
접종 동의 여부를 물었다. 집사람과 나는 흔쾌히 서명 염려되어 안 맞거나 최대한 늦게 맞으려고 했으나 주변
날인을 했더니“고맙습니다. 바로 연락이 올 거에요” 에서 많이 맞는 것을 보고 빨리 맞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가족은 물론 친지 등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과 가족,
라고 하였다.
이웃들을 위해서 꼭 맞을 것을 권하고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4월 17일 10시에 동대문구체육관
5월 8일 코로나19 백신 주사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예방
으로 가셔서 접종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접종증명서까지 받고 나니 무엇보다 그간의 코로나19
집사람에게 같이 맞자고 하니“당신이 맞은 결과를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방역에 대한
보고 맞겠다”
고 하여 나만 맞았는데 별 고통이 없어서 자신감이 생겨서 즐거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집사람도 안심하고 며칠 후 맞았는데 등이 몹시 아프다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았더라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고 했다.
바이러스가 종식 될 때까지는 나와 가족, 이웃들을 위해
겁을 먹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였으나 아무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자고 다짐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며칠 후 친구 부부 역시 전화로 한다.
“백신 주사를 맞고 일주일간 등이 아팠다”
고 하였다.
실버기자·조규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었다.
어느 자리에 가나 마스크를

그 안에는 KF94 마스크 5개와 덴탈마스크 5개, 손소
독제 1개가 들어 있었다.
옆집 동네 이웃도 받았다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동대문

쓰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제 구민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하나의 예의가 되었다.
마스크는 흔하긴 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물품을 받아
내가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해를 줄까봐 스스로 기분이 좋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조심하게 되는 까닭이다.
마스크 교체를 할 일이 많은 요즘 같은 여름, 구에서
지난 6월 집 앞에 코로나19 방역물품

나누어준 소소한 선물에 고마움을 새삼 느껴보는 하루

-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라고 적힌 봉투가 였다.
있었다.

06

실버기자·정현자

운동 전 확인사항 : 각 동작별 10초 버티기 또는 10회 반복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부상예방을 위해 천천히 진행

엉덩이 강화 동작

▶

✽손은 바닥에 위치하고, 무릎을 세워 눕는다.

✽엉덩이에 힘을 주며 들어올린다.

복근 강화 동작

▶

✽옆으로 누워 위쪽 팔과 다리를 편다.

✽복근에 힘을 주며 팔꿈치와 무릎이 맞닿게 한다.

비대면「슬기로운 고·당생활」교육꾸러미 신청하세요
고혈압·당뇨병 소책자(질환·영양·운동편)와 운동 소도구 1종, 만보기 등이 담긴
교육꾸러미를 제공하는 슬기로운 고·당생활을 소개합니다.
주 1회 건강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하여 3주간 교육 모니터링도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 사전예약 (상시접수)

■ 신청방법

■ 대청기상 : 동대문구 주민 및 관내 직장인

1. 전화신청 보건정책과 ☎02)2127-5427, 5201

■ 신청인원 : 매월 30명 (순차적 접수 및 배송)

2. 카카오톡 채널 신청

■ 배 송 일 : 매월 중순 예정

‘동대문구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
3.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후 작성 ▶
신바람 실버 동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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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흥센터 특별 전시회에 방문해보세요~!
한방진흥센터 1층 로비에서 한의학과 관련한 디지털 유물
전시회를 개최중이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1층은 입장료 없이
무료로 전시 관람 가능하다.
입장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주말 10시~17시 사이에
방문 하면 된다.

서울한방진흥센터 특별전시회 [무료]
■ 전 시 명 : 장생의 염원, 디지털과 색을 입다
■기

간 : 2021년 8월 29일(일)까지
※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

■장

소 : 서울한방진흥센터 1층 로비

■내

용 : 침통 3D 유물 및 현대 민화작가가 재해석한
침통문양 전시, 일상 속의 의학으로서의 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소개 등

■문

의 : 서울한방진흥센터 ☎02)969-9241
실버기자·김병식, 김윤길, 사기완, 이영도, 홍윤기

해하가(垓下歌) - 항우(項羽)
力拔山兮氣蓋世 (역발산혜기개세)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기개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時不利兮 不逝 (시불리혜추불서) 때가 이롭지 못하니, 오추마가 나아가지 않는구나.
不逝兮可奈何 (추불서혜가내하) 오추마가 달리지 않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虞兮虞兮奈若何 (우혜우혜내약하) 우희야, 우희야, 그대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중국 고대 전국시대 말 항우장군이
읊은 해하가(垓下歌)를 감상해 보고자 한다.
기원전 200여 년 전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무너질
때쯤, 유방과 항우가 서로 격전을 벌일 때 유방의
공격에 사면초가에 빠진 항우장수가 패퇴를 거듭하
여 도망하다가 해하강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결
하기에 앞서 애첩 우희를 걱정하며 읊은 시이다.
당시 천하를 주름잡던 장수의 말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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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들어 뽑을 만큼 힘이 장사인 항우가 유방의 공
격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는데, 준마인 오추마마저도
잘 달리지를 못한다. 오추마가 잘 달리지를 못하니
싸움에 나갈 수가 없다.
항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결하기에 앞서, 애첩
인 우희의 앞날이 걱정되어 읊은 서글픈 시이다.
매사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조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를 대비해야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실버기자·이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