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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서울시 관악구 수해 현장 점검
- 피해 상인 애로사항 청취, 복구 지원 방안 적극 검토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8~8.9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관악구 일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악 신사시장 피해 상인들을
위로한 뒤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먼저, 신림동 일원 호우 피해지역의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지원 중인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참여: 가전 3사(삼성전자‧엘지(LG)전자, 위니아·위니아에이드), 장소: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기간: 8.11~18

○ 이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지원
중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신속하고 친절한 수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아픔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이어서, 지난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를 입은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한 뒤, 상인들을 만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100개 점포 중 100개 점포 모두 침수피해 발생(피해금액 추산 중)

□ 뒤이어,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입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한 관악구 그린빌라를
방문해 복구현황을 점검하였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피해 상인과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면서, “행안부도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
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관님,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방문 계획
□ 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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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8:00

① 신림동 남부초등학교 가전제품 무상수리센터
② 서울 관악신사시장 여개 점포 침수 피해로 현재 복구 중
③ 서울 신사동 주민센터 명
④ 청룡산 산사태 지역 그린빌라 주택 토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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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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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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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전통시장 전체 점포 침수 영업 중단 후 피해 복구 중
○ 이재민·상인 위로 및 건의사항 등 청취
,

□ 세부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신림동 남부초등학교

16:10~16:35

25‘

 현황 설명 (5’)
 시설 순회 (10‘)
 관계자 격려 (10’)

16:35~16:45

10‘

남부초등학교→서울 관악신사시장
서울 관악신사시장

16:45~17:15

30‘

 관악신사시장 피해현황 설명(10’)
 현장 순회(10‘)
 상인 격려(10’)

17:15~17:40

25‘

 관악신사시장→관악구 그린빌라(20‘)

17:40~18:00

20‘

서울 관악구 그린빌라
 현장순회 및 주민 의견청취(20‘)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