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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도 선생님도 ‘엄지 척’ 
공유어린이집 이런게 좋아요

 어린이집 입학 대기기간이 줄어요

  상급반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어요

 공동구매·공동 사용으로 비용을 아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연령별 발달특성에 맞춰 배울 수 있어요

 노하우를 나누며 어린이집 간 격차가 줄어요 

서초4동 어린이집 4곳에서 시작한 ‘서초형 공유

어린이집’이 도입 1년 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

키며 서초구 내 84곳의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

영된다. 서초구는 3월 전국 최초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하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을 본격적으

로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줄 없애고 만족도 확 올리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뜬다

특집02

공유어린이집은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각기 다른 보육시설 3~7개를 묶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다시 위치와 규모, 영·유아원

생 비율, 학부모 선호도를 고려해 영유아·영아·

유아전담으로 나누고 입학과 반편성을 공동으

로 진행해 연령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실제 도입 1년 만에 서초4동의 입학대기 아동 

수는 1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당과 텃밭, 놀이감과 교재도구, 식자재, 프로

그램도 공유한다. 공동발주로 급식과 간식의 질

은 높이고 가방·이불 등 필요물품은 공동구매 

해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어린이집 

한 곳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 비용 부담이 큰 

공연관람과 체험학습도 공동으로 진행해 저렴

한 가격에 양질의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해졌다. 

또 교사들이 서로 교류하며 노하우를 나누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어린이집 간 보육·교육 격차

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 3세반의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동 비율을 낮

추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만 2세반의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동 수는 7명인데 비해 만 3세반

은 두 배가 넘는 15명이다. 이를 10명으로 낮추

는 사업을 통해 교사의 보육 스트레스는 줄이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은 높여 더욱 전문화된 보

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1동하은어린

이집, 성분도어린이집, 반포퍼스티지 하늘어린

이집 등 3곳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유아전담 어린이

집’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공유어린이집 중 1

곳을 만 3세부터 5세까지 맡는 ‘유아전담 어린

이집’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영아반

을 확대했다. 유아전담 어린이집에서는 연령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가

능해졌고, 대기가 많았던 영아들은 더욱 빨리 

입학할 수 있게 됐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현재 구 전체의 52%에 해당하는 84곳의 어린이

집이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참여 중이다. 서

초구는 올해 전체 어린이집 80% 참여를 목표로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763

어린이집 3~7개 묶어 영유아·영아·유아전담으로 나눠 운영

입학 시기 맞춰 대기자 줄이고 프로그램 공유로 비용 절감

만 3세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동 비율 낮추는 시범사업 실시 

만 3세~5세 유아만 전담하는 어린이집 전국 처음으로 선보여 



서초구에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국공

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총 61곳이 지정

되어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부모의 맞벌이로 갑작스러운 야

근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밤늦은 시

간 보육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해

당 어린이집의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

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은 인근 국

공립 어린이집 중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

이집으로 지정된 6곳을 이용하면 된다. 

야간연장보육은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동이 다니는 

해당 어린이집 또는 거점형 야간연장 어

린이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초구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

어린이집명 연락처

서초연꽃어린이집 ☎02.521.1750

서리풀어린이집 ☎02.3494.1870

사랑의어린이집 ☎02.3477.9818

도구머리어린이집 ☎02.588.5952

양재2동어린이집 ☎02.574.1214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02.576.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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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하는 아이들로 인한 층간 소음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

경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폴더형 바닥매트(약 240×

140×4cm)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아지며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아

졌다는 점에 착안해 아이디어를 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율이 84%로 높은 서초구의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가 다수 발생할 우려

가 있는데 실내 바닥매트 지원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배송완료일 기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세 자녀 이상(0

세~중학생) 가정 중, 대상자녀 모두 초등학생 이하이거나 중학생 포함 시 2명이 초등학생 이하

인 가정이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대상자녀들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이며, 자녀들의 부, 모 또

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서초구청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715

아동전문가 ‘어벤져스’가 돕는다

이른둥이 엄마 아빠 걱정 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출산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고용보험 가입자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년까

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

정통지서’(※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급 가능)와 통장사본을 준비하고 서초구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첫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

다. 기존 출산지원금은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급대상을 확대해 첫째 자녀 출산 시

에는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일 기

준 365일 이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

터 1년 이내이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685(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6694(출산지원금)

서초구가 이른둥이들을 위한 맞춤지원과 온택트 화상 서

비스를 실시한다. 이른둥이란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

아를 일컫는 말로 아이가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서초구는 이른둥이들을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유아

특수교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사회복지사 등 7명의 아동발달 전문가들이 ‘어

벤져스’처럼 한 팀이 되어 이른둥이들을 돌본다. 월 평균 3~4회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발달상태와 특성을 체크한다. 사설기관과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될 뿐만 아

니라,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인 집에서 무료로 인지 발달과 치료, 부모상담을 진행

해 만족도가 높다. 

올해는 중증 아동과 경미한 아동 등 대상과 서비스를 좀 더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ZOOM과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코칭을 받

을 수 있도록 온택트 서비스도 실시된다. 

문의 사회복지과 ☎02.2155.6674

아랫집과 층간소음 갈등 제로

다자녀 가정에 매트 무료로 드려요

늦게 야근해도 안심
“믿고 맡겨요”

서초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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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들은 스마트하게 단장 중

AI체온측정 로봇 이어 

E - 스튜디오 지원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 50억원 투입 

스마트교육 활성화 집중  

올해 관내 54개 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경비 보조금은 

50억원 규모로 스마트 환경 조성과 학교 환경개선·교육과 

정·안전 환경 조성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 내에 E-스튜디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중·고등학교 20개교에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초등·기타학교 16개교의 E-스튜디오 구축을 돕는

다. 원격수업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시 학교현장의 피로감

을 덜고,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자재 구입과 

방음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

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을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관내 51개 학교에 AI체온측정 로봇 

구입을 지원하여 초기방역환경 구축을 도왔다. 올해는 코

딩 등 교육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로봇 업그

레이드 비용을 지원해 로봇을 통한 스마트교육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교육경비를 

방역·원격수업 환경 조성에 쓸 수 있도록 37개교에 약 4

억원의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도 각 학교

에 400만원의 방역예산과 방역도우미를 지원하여 물 샐 

틈 없는 학교 내 방역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의 교육체육과 ☎02.2155.8825, 8822

서초구는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학부모와 학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대면·비대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초형 

교육경비를 확대한다. 유치원·학교 교육환경 개선, 초·중·고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확대, 중1·고1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등 총 5개 분야에 147억원을 지원한다.

1인1악기·1스포츠

온라인·원격수업으로 만나요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해 악기교육 

초등학교 e - 학습터용 고품질 체육콘텐츠 제공 

서초구는 2021년에도 ‘서초 O2O(Online To O ine) 지원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예체능(음악, 체육) 수업을 입체

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는 학교별 등교 상황에 따른 온·오프라인 강사 채용을 지원하

여 수업 운영을 돕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교과서 기

반의 고품질 예체능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인1악기는 올해 4월 중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

축해 학교와 집에서도 편리하게 악기 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바이올린 수업이 필

수로 개설되도록 신청한 학교에 악기와 강사를 지원하고, 오

케스트라 악기 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초등학교 1인1스포츠는 올해 3월 초등학교 e-학습터용 

고품질 체육수업 콘텐츠 지원을 시작으로 4월에는 초등학

교 별로 실시간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학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종목의 스포츠 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의 운동

시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운동종목을 경험시켜 누구나 쉽게 

평생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서초구에서 제작한 1인1악기·1스포츠 예체능 콘텐츠는 서

초구청 유튜브 채널 ‘초등 슬기로운 악기 수업’과 ‘초등 슬기

로운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교육체육과 ☎02.2155.8825, 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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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서초장학재단에서 2021년 장학금을 지원받을 

인재를 선발한다. 서초장학재단은 2017년부터 경제적 형

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학생들

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대학생·직업전문

학교 학생이 선발 대상이며 거주기간·가구의 자녀수·소

득수준·학생 성적·자원봉사 실적 등을 반영해 최종 선발

한다. 특히 올해는 장학생 최종 선발 시 코로나19 장기화

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가정

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 등 총 50명을 뽑을 예정이

며 고등학생 각 100만원, 대학생 각 300만원씩 총 9000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15일까

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서초구청(8층 교육체육과)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서초구청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학금은 서류접수와 

심사를 진행해 4월초 지급 예정이다.

문의 교육체육과(서초장학재단) ☎02.2155.8819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연 84만원 지급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 유

족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

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그동안 타 국가유공자 유족들은 유족 지정 제도와 승계

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과 예우를 받아왔지

만,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법률상 유족 지정 제도가 없

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됐다. 서초구는 이러한 복지 사

각지대를 발견하고 그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를 개정해 본 수당을 신설했다.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로 신청한 달부터 매월 7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55.6640

서초유스센터

스마트한 아지트로 리모델링

스마트기기 갖춘 영상·음악 창작공방 

메이커스페이스 마련 12월 개관 예정 

서초청소년도서관에 이어 청소년들을 위한 스마트한 아지트가 

하나 더 탄생할 예정이다. 서초3동에 위치한 구립 서초유스센

터(반포대로 57)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스마트유스센터로 거

듭나기 위해 전면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전면 리모델링되는 구립 서초유스센터는 지하 4층에

서 지상 8층(연면적 2961㎡) 규모로 2003년 개관 이후 냉난방, 

조명 등 노후화되어 전체 시설 개보수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던 청소년 시설이다.

메이커스페이스 및 VR체험&교육존, 최첨단 스마트기기를 활

용한 댄스·영상·음악창작공방 등 4차산업혁명 체험공간과 청

소년들을 위한 상담치료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을 위

한 전용 활동공간도 아늑하게 꾸며진다. 특히 반포대로의 탁 트

인 전망을 이용한 대형 청소년 커뮤니티 전용공간(8층)은 센터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서초구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카페와 식당, PC방 등 어른

들의 공간에 섞이면 어른들의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다. 미래 

기술체험도 해보고 용돈 걱정 없이 또래와 어울리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초유스센터는 리

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21년 12월 개관할 예정이다.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8881

중1·고1 입학준비금 30만원 & 

초1 ‘입학 종합선물키트’ 지원

올해부터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입학준비금을 받

을 수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교복·체육복·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30만원이 지

원된다. 

서초구에서는 여기에 더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 종합선물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 종합선물키트’

는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즐거

운 마음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 신입생 맞춤 물품으로 구

성된다. 1학년 수업 과정 중 필요한 줄넘기, 동화책, 창의과학실

험기구 등 1인당 3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되며, 학교별 자체 

상황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학생에게 직접 배부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한다.

 서초구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물품을 지원하여, 처음 학교

를 접하는 학생들이 낯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

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

다.

문의 교육체육과 ☎02.2155.8825

기획



서초구의회06

주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연구에 매진

서초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최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2월 24일 10

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

최했다. 

김안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

시회는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

부의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검토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서초

구의회와 집행부는 올 한해 구민들이 실

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

하겠다. 코로나19 극복부터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소외계층을 비롯해 모

두가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겠다”고 전했다.

특히, “4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

장감과 간절함을 갖고 민생안정 대책을 

비롯해 각종 현안업무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이어서 

“생존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구

민들께 어떤 말도 큰 위로가 될 수는 없

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견뎌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따금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어김없이 봄은 

우리 곁으로 오는 것처럼 구민의 일상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회사를 마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2월 16일 서

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미래정책

연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서초미래정책연구회’는 서초구의 미래

를 설계하는 정책 연구에 뜻을 같이하는 

서초구의회 의원 9명이 결성한 의원연구

단체 모임으로 고광민 의원이 회장, 박미

효 의원이 사무총장 역할을 맡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서초미래정책연구회’는 앞으로 의원들

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서초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연구 및 자치법규

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구

축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

이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2월 8일 설 명

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

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은 김안숙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주민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접견실에서 진

행되었다.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의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마련한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

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김안숙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

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

한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절감으로 마련

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위로

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초미래정책연구회’ 출범

서초구의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 올해 각종 주요사업 보고 및 검토 통한 정책 점검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

한 조례안

-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

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절차 등 규정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

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정원을 통

장 정원의 15%로 조정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 결산검사 종료 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조서 제출에 관한 직무 규정 신

설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서초구의회 추천을 받은 감사

인 선임 및 회계감사 실시 규정 신설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체육시설 사용료 감액 대상자 확대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

례안

 - 관내 60세 이상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

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초

코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 

-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과 채용비리를 사전 예방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

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노동

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등 규정

[전경희 의원]

[장옥준 의원]

[고광민 의원]

[김정우 의원]

[안종숙 의원]

[허 은 의원]

무리했다.

한편, 1차 본회의에는 김정우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있었으며, 2차 본회의에

서는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

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

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여성일자

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안숙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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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초구가 모바일을 이용한 

CCTV 영상제공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CCTV 영상정보를 구

청 방문 없이,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로 신청하고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구는 다양한 목적으로 관내 CCTV 3704대를 운

영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이 CCTV 영상을 보려면 구청

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신

청해야 볼 수 있었다. 

새로 구축한 ‘모바일 CCTV 영상제공 시스템’은 어플

(앱) 다운로드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CTV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영상정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

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공문과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행정문서를 홈페이지 상에 등록할 수 있게 해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CCTV 

영상의 보안문제도 해결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힘썼

신속한 수사 위한 ‘모바일 CCTV 영상제공 시스템’ 구축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미세먼지 안심구역 만든다

서초구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1.6k㎡)를 미세먼지 안

심구역으로 집중 조성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는 대

표적인 교통밀집지역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초미세먼지가 

24ug/㎥에 달했다. 이곳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50개소와 공사장, 주유

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 12개소가 분포해 있다.

 구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시비 총 2억6000만원을 

확보했고 올해 이 일대를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2월부터 이 일대 전용으로 도로 분진 흡입차 2대를 

하루 4회 집중 운행해 미세먼지 배출 원인인 도로 재비산먼

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터미널을 드나드는 고속버

스 차량의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IoT를 활용해 터미널 주

변의 공사장, 주유소 등 미세먼지 배출업소를 수시로 점검·

관리한다. 지하상가·지하철역사의 실내공기질 점검도 연 2

회로 늘린다.

 또한, 올해 상반기 이 지역 어린이집 및 경로당에 문을 열

지 않아도 자동 환기가 되는 미세먼지 필터가 장착된 창문

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한다. 어린이집 출입구 현관에는 신

발의 흙이나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에어매트를 설치한다. 더

불어 구역 내의 저소득 가정 중 임산부, 거동불편자, 다자녀 

등의 가정을 선정해 별도 자체 예산으로 창문형 환기 시스

템을 설치해줄 계획이다.

 구는 사업 전·후 공기질 측정 데이터 값을 비교·분석해 사

업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사업 지역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기후환경과 ☎02.2155.6479

매일 2대의 도로분진 흡입차 운행

어린이집엔 환기 시스템, 에어매트 설치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직접 나

서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하는 서리풀 기후변화 안심리더들

이 있다.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등 어려운 정보를 주부의 

시각으로 알기 쉽게 웹툰 등으로 표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안심리더로 참여하고 있는 김지영씨는 “제

작한 콘텐츠를 많은 주민들이 본다고 생각하니 남다른 자부

심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 SNS 

활용이 능숙한 3040세대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리풀 기후변화 안심리더 모집>

모집인원 50명 내외 수시모집

활동내용 카드뉴스 제작, SNS 활용 공유 및 홍보

활동혜택 소정의 활동비, 우수 활동자 구청장 표창 추천 등

신청방법 서초구청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이메일(cesser@

seocho.go.kr) 신청

문의 기후환경과 ☎02.2155.6467

환경 인식개선 앞장서는 서리풀 기후변화 안심리더

경찰, CCTV 영상

모바일로 신청가능

제공영상은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 파기

모바일 신청화면

다. 영상을 신청하는 경찰관 역시 계정 신청 및 로그

인 시에 진행되는 인증과 보안절차를 거쳐야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영상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DRM, 불법복제방지기술)을 통해 일정기간 경과 시 자

동 파기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구는 CCTV 영상을 적극 활용해 작년 말 기준 

103건의 화상 순찰을 통한 범인 검거와 8920건의 실시

간 사건·사고 대응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 아울러, 주민

의 안전을 지키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작년에 70개

소에 236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된 카메

라를 164대 교체했다. 올해도 58개소에 157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스마트도시과 ☎02.2155.609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구역도

교통량 밀집

(고속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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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구인·구직 필요할 땐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초구는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주해 일자리를 찾

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고 인재가 필요한 구인 

업체에는 필요한 인력을 연결해준다. 양재역 환승주차장 5층(양재역 

10번 출구)에 위치한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구직 등록

부터 상담·알선까지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초구 

취업정보센터(job.seoul.go.kr/seocho)에서 서초구 소재 기업의 채용공

고와 서울시 공공일자리 채용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센터에 구직등록한 3111명 중 1406명이 취업해 취업률 

45.2%를 달성했으며 취업알선율(알선자 수 대비 취업자 수)도 10.4%

로 상승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한혜정씨(49세)는 “서초구 일자리플러

스센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여러 곳에서 

일을 했지만 여기서 소개해 준 일자리가 좋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생애경력설계아카데미 ’, ‘온라인 일구데이’ 등 취

업설명회 및 취업박람회와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올해도 비

대면으로 지속 운영된다.                   

위치 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문의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55.6665,6684,8767

일자리 찾는다면

서초에 물어봐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 고용불안을 겪

는 구민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부터 취업에 

더욱 취약한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을 위한 능력개발훈련, 취업·창업지원 

등 서초가 마련한 일자리사업을 모았다.

취업 말고 창업하려면 찾아오세요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예비창업가들을 위해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서울

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이 있다. 전문가로부터 아이템 발굴부터 자금조

달·마케팅·세무·특허 등 전문분야까지 1:1로 컨설팅을 받으며 실제 창

업의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다. 각종 온라인 특강과 시제품·콘텐츠 제작 

지원, 업무공간도 얻을 수 있다. 또 서울창업카페 각 지점에서 발굴한 

예비창업자들 중 상위 3개 팀에게 서울창업허브 입주 기회와 맞춤형 교

육을 지원해주는 ‘서울창업카페 공공협력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20명을 모집한 2월 아카데미 수업에 67명이 신청, 전문컨설팅 역시 

18명 모집에 98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할 정도로 예비창업가들의 열기

가 뜨겁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 속 예비창업가의 꿈

과 상상을 실현시키는 창업지원 공간이 되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

획이다.       

위치 교대역 3호선 역사내 (13번 출구방향)

 문의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070.4185.5491

창업

4차산업 인재로 거듭나 취업까지 한큐에

서초 AI칼리지

채용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장의 수요에 발맞춰 서초 AI칼리지를 비롯

한 4차산업 맞춤형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각종 취업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서초 AI칼리지’는 취·창업을 준비하는 서초구 청년 300명

(비전공자도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래밍 언어, 

AI 및 빅데이터 등 4차산업분야 실무교육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10월

에는 전체 수강생 중 우수한 수료생 30명을 선정해 AI양재허브 내 업

체(80여개)로 취업연계 및 3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초구청홈페이지와 아래 QR코드를 통해 3월 12일까지 참여자를 

사전모집중이다.

 더불어 ‘기업현직자와 함께하는 직무별 청년 취업특강’이 온라인으

로 운영된다. 아마존, 현대, 삼성, 네이버, 카카오, 쿠팡, 신세계, CJ, SK 

등 기업 현직자로부터 직무 역할과 실무에 필요한 역량 및 취업준비 노

하우를 컨설팅 받고, 질의응답을 통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 3월에서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금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청년 취업특강은 매월 1일부터 아래 QR코드나 서초구청홈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8770

청년

AI칼리지 취업특강

구인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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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며 여성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서초구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

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1153명에게 일자리 기회

를 제공하며 서초 여성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했다.

올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는 비대면 지도법 강의를 포함한 

강사양성아카데미, 세계시민강사양성과정, 키즈플라워지도사, 이모티

콘 크리에이터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서초센터는 취업교

육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칼림

바(아프리카 악기) 지도자 양성과정, 파티소품 아트창업, 영상편집전

문가 과정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문의 잠원센터 ☎02.522.0291, 서초센터 ☎02.522.5291

나를 찾아 꿈의 날개 활짝 

서초 나비코치아카데미

결혼과 육아 등으로 꿈을 접은 여성들이 나를 찾아 다시 비상할 수 있

도록 중장년층, 학부모 등의 잠재적 역량 개발을 돕는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는 2015년부터 시작돼 그간 약 19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의 약 50%가 예전 경력을 다시 이어 재취업하거나 부모코칭 전

문가, 심리상담사, 작가, 비영리단체 활동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

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제6기 심화과정과 7기 기본과정이 운영될 예정

이다.

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698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창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추진

안정적인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출자기

관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에는 관

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향후 여성들이 일하

는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실현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특화

기관’으로 만들 예정이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731

여성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늘봄카페·늘봄스토어

서초구는 2016년부터 발달지체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늘봄’이

라는 카페사업으로 장애인에게 내일을 위한 내 일을 만들어 주는 것에 

앞장섰다. 서초구만의 특화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 장애인 카페(13개소)를 운영 중이며 78명의 장애인이 자립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픈한 장애인 직무훈련형 편의

점인 ‘늘봄스토어’는 장애인 일자리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다. 현재 3명의 청년 장애인이 매장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GS리테

일과 협약을 통해 연간 15명 이상의 매장관리자 채용 연계를 목표로 직

무 훈련중이다.

문의 사회복지과 ☎02.2155.6666

고학력 장애인 취업길 여는

서초 장애인 청년 취업사관학교

서초 장애인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의 청년 장애인

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장애인의 경우 고학력임에도 같은 조건의 비장애인보다 더 

매서운 취업난을 겪기 때문이다. 올해는 취업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과정을 신규로 개설했다. 미술심리활동 

및 체육활동 등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취업 후 사회적응 고

충들을 서로 나누고 해결하는 자조모임도 신규로 운영 중이다.

문의 사회복지과 ☎02.2155.6652

전문 직업예술인 키우는

영오케스트라·한우리오케스트라

음악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조기에 육성해 직업예술인으

로 성장시키는 ‘서초영오케스트라’와 전문 음악가로서 이름을 알리는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11세~16세의 발달장애 청소

년에게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공연기회와 예술고등학

교, 음악대학 등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을 세심히 지원해 직

업연주자로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2017년 창단해 1년 만에 장애

인 전국음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저력이 있는 ‘서초한우리오케스트

라’ 단원들은 올해 1월 기업에 채용되어 전문 음악가로서의 위상을 인

정받고 있다.

문의 사회복지과 ☎02.2155.6654

장애인



나눔10

| 서초1동 | 창신교회 800만  명동칼국수(김인숙) 10만  박연
남 30만  박세민(수안사) 30만  서초자이입주자대표회의 20
만  서초1동주민센터 19만1050  김영모과자점서초성당점 
212만4750(빵(제과)) 

| 서초2동 | 최순현 20만  유스킨앤바디 10만  서초중앙새마
을금고(한규석) 100만  서초2동주민일동 10만8610  김아영 
8만1200(쌀)  재단법인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90만
(오뚜기 선물꾸러미)

| 서초3동 | 윤완석(서해전기) 20만  이옥주 15만  탐라도야지(
염광택) 100만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김은성) 10만  자원봉
사캠프(한혜지) 10만  주민자치위원회(유홍기) 50만  김기봉 
10만  새마을부녀회(회장 채희숙) 10만  서초시골집(김옥순) 
20만  서초3동주민 22만290  최원종 10만  전상혁 144만(카
스테라 케익)  올바로병원(권용신) 150만(생필품세트(목욕용
품))

| 서초4동 | 권영귀(위대한밥상영광) 10만  강동진(설국) 10만 
 정희동(체육회) 20만  서초4동주민센터 12만30  서초4동민
원분소 11만950  ㈜시프트업 25만(소고기)  

| 잠원동 | 이동윤외과의원 20만  35통 5만  42통 4만70  4통 
5만  7통 10만  지역보장협의체 30만  최철호 30만  좋은데
이나눔재단 100만  최준일 10만  한규석(서초중앙새마을금
고) 200만  남서울농협 20만  주민자치위원회(오흥배) 400
만  10통 10만  13통 10만  14통 10만  18통 10만  19통 20만 
 22통,23통 20만  32통 10만  41통 13만  4통 10만  5통 5만 
 리빙푸드 5만  산마루돌구이 5만  이모네식당 1만  성광카센
터 10만  8통 5만  9통 5만  주흥경로당 10만  하동기업 30만 
 잠원동모금함 10만5670  신반포4지구재건축조합 30만  ㈜
아우건이앤씨 200만  늘푸른교회 500만  래미안신반포팰리
스상가 20만  신반포21차아파트재건축조합 60만  우진자원(
잠원동) 20만  1통 5만  21통 5만  27통 10만  29통 10만  34
통 10만  윤승우(체육회) 30만  롯데건설㈜신반포13차 50만  

잠친회 50만  16통 10만  29통반장일동 3만5000  31통 9만  

4통(박귀숙,정월순) 2만  킹콩커피(김정훈) 30만  가인헤어 7
만360  20통 10만  2통 지남인 10만  30통 10만  33통 10만 
 3통 5만  잠원동주민센터모금함 3만1030  월드메르디앙 10
만  서초구잠원동주 1만750  더미노스레스토랑 103만2000(
김치 10kg)  서초중앙새마을금고(한규석) 203만(쌀 10kg)  잠
원동성당 202만4900(식료품세트, 쌀10kg)  김재형 58만(쌀 
40kg)

| 반포본동 | 최미영 10만  12통 주민일동 13만  새마을금고, 반
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105만6000  윤경희 
10만  이동진 10만  조연상 10만  우리은행반포지점 10만  10
통주민일동 20만  5통주민일동 17만  새마을부녀회 10만  새
마을지도자 10만  14통주민일동 10만  김현정 10만  윤국주 
20만  조혜영 10만  김인홍 1천  김정훈 10만  진주성 10만  

민관식 2만  박요한 10만  민광석(서초철물) 10만  이창엽 10
만  4통주민일동 30만  산삼감정협회 2만  신한은행반포지점 
10만  13통주민일동 10만  52동주민들 6만  서해량 10만  김
하진 5만  문종임 5만  서초새마을금고 200만  홍신자 2만  

반포치킨 2만  2통주민일동 15만5000  강희자 5만  허춘자 1
만  15통주민일동 10만  3통주민일동 82만5000  8통주민일
동 30만  2통주민일동추가 4만  6통주민일동 17만4000  7
통주민일동 46만9000  반포본동주민센터모금함 22만8370 
 천용근 1만  최진호 10만  현대건설㈜ 100만  주민자치위원
회 245만1000(쌀 10kg)  서초새마을금고 301만(쌀 10kg)

| 반포1동 | 김동숙 10만  김인경 20만  나은순 10만  박상순 
10만  서성복 10만  이갑연 10만  정희영 10만  최복규 10만 
 한은경 10만  송명애 10만  이신규 10만  김화정 10만  남선
우 10만  양재진 10만  자유총연맹(여성) 20만  반포래미안아
이파크 200만  반포써밋입주자대표회의 100만  이준원 30
만  숭신교회 75만  반포1동주민센터 20만4200  산성교회 
300만  반포자이아파트주민일동(입주자대표회의) 1000만  

아울스토리 2만7000(도시락)  어랑생선밥상 5만4000(돼지
불백)  이가해장국 3만6000(소뚝불고기, 도시락)  한약국(한
현영) 52만2000(쌀 10kg)  산성교회 180만(식품꾸러미) 

| 반포2동 | 남서울교회 200만  하동기업㈜ 30만  반포2동주

민일동 12만9680

| 반포3동 | 하동기업㈜ 30만  한국기독교장로회한신교회 
100만  한규석 200만  오연균 100만  정해복지 100만  윤
용석 20만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이형순 30만  무기명(반
포3동) 6만9880  신한은행 20만  새로운교회 한홍 300만(
쌀 20kg)  한규석 100만(인형패키지)  무기명(반포3동) 57만
8300(식료품세트)  족황상제 86만(김치 5kg)

| 반포4동 | 하동기업㈜ 30만  곽재원 3만  김덕영 30만  박
주석 10만  이인천 20만  임은희 10만  전수원 2만  한국회
관 10만  박종록(동양부동산) 10만  훼미리문구(전강희) 10만 
 김성수 5만  최상선 1만  박경희 10만  리더스빌 주민일동 10
만  아펠바움 주민일동 10만  새날빌라 주민일동 3만  삼익빌
라 주민일동 5만  유니끄망 주민일동 5만  지움빌라 주민일동 
5만  효성빌라 주민일동 5만  강규용 5만  공영숙 2만  박혜
진 5만  벽산빌라 주민일동 5만  신명성약국 5만  위성환 3만 
 장에밀리 3만  효성빌라 20만  조준원 15만  강연숙 5만  최
우현 15만  서초교회 20만  송일주(진향하이빌) 3만  김라옥 5
만  김미경 1만  김소영 3만  반포4동주민센터 51만140  백충
흠 1만  범영미 2만5000  서희정 2만  송현복 2만  조성혜 3
만  조영도 10만  최예명 2만  최탁환 1만  한신서래아파트4
동1,2호라인 10만  한신서래아파트3동3,4호라인 15만  한신서
래아파트부녀회일동 20만  강정자 2만  구원숙 1만5000  김
소연 3만  김순산 2만  김연숙 2만5000  김원철 3만  박정희 
1만5000  박춘선 5만  반포미도아파트 302동 주민(익명) 3만 
 배석례(김가네김밥) 5만  송영숙 2만  양희순 2만5000  오
명진 2만  윤정호 2만  이순임 2만  이정녕 1만5000  임종남 
1만5000  정영숙 10만  정현선 10만  조예순 2만5000  최여
진 3만  한경진 1만  상영무역㈜ 300만1080(라면, 쌀10kg)

| 방배본동 | 방배3차e-편한세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80
만6000  지춘호 100만  방배아이파크아파트 20만  하동기
업㈜ 30만  방배신삼호아파트 50만  이영태 10만  강대준 20
만  동부센트레빌아파트 29만5000  방배쌍용예가클래식아
파트 100만  이병식 30만  방위협의회 30만

| 방배1동 | 우삼례 51만5000  조성열 1만  하동기업㈜ 30만 
 통장협의회 50만  방배이편한세상아파트 100만  방배한화
APT22통주민일동 10만  하나교회 청년부 16만6450(옷,양말,
장난감,간식,선물백)  대왕사 756만(방한복)  새마을부녀회 14
만2900(온기드림세트)  참세무법인 100만(설선물세트(참치,
식용유,햄))  유종숙 98만6000(쌀 20kg)

| 방배2동 | 김선희 100만  곽용식 20만  전원마을자치회 50
만  김동환 10만  김석근 10만  김선희 10만  대원사 200만 
 박기식 10만  윤희진 3만  이순범 10만  이희일 10만  방배
2동주민센터 42만7000  주민자치위원회 50만  이인석 10
만  최재현 10만  자율방범대 20만  김경희 10만  새마을부
녀회 20만  조선호 5만  김지형 10만  윤지후 1만4940  이산 
8200  임이선 5만  방배2동주민센터 14만6330  장해영 5만 
 조석현 100만  이소라 5만  정창현 20만  ㈜제이엠디자인플
러스 164만(연탄)  감성공방 58만(쌀 10kg)

| 방배3동 |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서울연합회 서초지회 100
만  익명 30만  자율방범대 30만  이순종 20만  방배삼익아
파트입주자대표회의 50만  유을봉(영원조경) 100만  (사)한
국감정평가사협회 200만  방배3동주민센터 8만5510  백영
희 4만

| 방배4동 |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미주영업 10만  빛교회 24만
2440  그랑씨엘2000 20만  하동기업㈜ 30만  박미언 10만 
 이선호 20만  강진주 10만  김완기 10만  박영자 30만  이문
재 10만  통장협의회 105만  곽영근 30만  이순선 100만  이
강혁 20만  전홍선(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   허니비어린
이집 24만9550  대우유로카운티입주민일동 50만  로고스교
회 100만  정승우 100만  빛교회 32만470  방배4동모금함 
13만8150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미주영업부서 20만(기프트카
드)  이강혁 8만6000(김치 10kg)  주민자치위원회 150만

| 양재1동 | 강길례(8통) 10만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20만 
 월드빌아파트주민일동(8통) 10만  이성희 20만  연안이씨
전국대종회 10만  준모터스 2만  진흥아마란스주민일동(8통) 

30만  코사마트양재수퍼(김경배) 10만  해청3차아파트주민
일동(8통) 20만  박소영 710만  강촌쭈꾸미(김우정) 10만  김
원경 10만  부일상사㈜(김종록) 10만  김종은 10만  동우약국 
10만  손정신과(손상원) 10만  쉬즈미스(송창희) 10만  미래
ABM(조삼수) 30만  돈오리(편재범) 1만  한솔로이젠트(한상
윤) 20만  라온뮤직(한숙현) 10만  한신휴플러스주민일동 10
만  함성숙 10만  황중연 3만  신재동 15만  심현희 5만  대일
빌라1차 4만  삼익빌라1차 10만  서원준(15통) 3만  신동아A
동 16만  신동아빌라C동 5만  아트빌라 5만  양재빌라62-1 8
만  양재빌라63-1 10만  양정빌라73-1 10만  일건빌라 14만  

일동제약㈜ 30만  정일빌라 10만  중앙하이츠 15만  한국순
대 30만  한일인템 10만  남광목재(임채경) 20만  세창화학
㈜ 30만  양재1동주민센터 31만3000  갈비사랑(이하수) 100
만  김명덕(12통) 10만  김선옥(13통) 5만  동명유통 1만  방옥
순 1만  서초구립아람어린이집 15만  순덕고물상 2만  신영부
동산 1만  씨유편의점 1만  임병익 1만  임한나 1만  정공주 1만 
 정영애 1만  익명 46만4000(쌀 20kg 8포)  슈퍼키즈 태권도 
라면 495개

| 양재2동 | 서초한별어린이집 23만710  ㈜보따리 20만  양재
축구회 100만  권병조 50만  ㈜유화 이앤씨 홍삼선물세트 7
개  신원공업사 최재인 17만4천(쌀 10kg)  안심정사 58만(쌀 
10kg)  ㈜김영모과자점 1150만8750(빵)  황길순 11만6000(
쌀 20kg)  ㈜동원에프엔비 147만40(백합된장찌개, 양반참치
죽, 헛개열매꿀물)  안심정사 58만(쌀 10kg)  ㈜동원에프엔비 
136만3320(소고기미역죽,옥수수수염차,동원참치와크래커)  

㈜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원 27만(스팸세트)

| 내곡동 | ㈜대흥교통 20만  송영복 20만  새정이마을노인
회 10만  박영화 10만  김도훈 10만  서근도 10만  조미연 10
만  이은숙 10만  노홍래 5만  김영레 5만  김경숙 5만  김광
태 5만  체육회 30만  서울예랑교회 500만  주민자치위원회 
100만  ㈜글송이 50만  오주혜 5만  이영숙 50만  새마을부
녀회 88만1500(설 맞이 식료품)  김영은 10만(김)  한빛교회 
200만(선물상자)  SGC이테크건설 462만((용기)글라스락)  국
군화생방방호사령부 30만3510(설맞이물품)  티지와이 63만
6000(텐더, 음료)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양교회 190만(꾸러미
상자(생필품))  서초도시농업네트워크 36만(농협상품권)  ㈜
KCC 생필품세트 53개  ㈜큐원 김세트 10개, 식료품세트 10개

| 교통행정과 | ㈜대흥교통 100만

| 물관리과 | 초인산업개발㈜ 30만  수인이엔씨㈜ 40만

| 어르신행복과 | 이주영 20만  이정미 10만

| 아동청년과 | ㈜케이씨씨실리콘 2만1000  주식회사 케이씨
씨 97만9000

| 여성보육과 | 서초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215만  서초구립잠
원동어린이집 14만9270  서초구립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13
만4000

| 청소행정과 | 하동기업㈜ 100만

| 가로행정과 | 광혁건설㈜ 300만

| 사회복지과 | 한국불교태고종안심정사 290만(쌀10kg)

| 복지정책과 | 기부키오스크 1972  현대건설㈜ 100만  기부
키오스크 1000  ㈜서울신약 25만  산정현 김관선 15만  기부
키오스크 1000  기부키오스크 1000  기부키오스크 1000  

기부키오스크 1000  서초구야구소프트볼협회장 30만  신영
체르니입주 6만6000  박연남 120만  서초구기부키오스크 
1000  서초구기부키오스크 1000  02월 서용건설 10만  2월
서용건설 30만  이인호 5만  장영자 30만  하나－（주）에 
30만  반포성결교회 10만  소범석서울기부 5660  오지환 30
만  이인호 10만  현대자동차 140만  공미랑 50만  국민 강희
창 10만  시골봇쌈교 하 20만  서재원 1만  이태혁 1만  ㈜소
들녘에프엔디 210만(LA나성갈비)  (사)한국양곡유통협회,서
울시농수산식품공사(양곡사업소) 290만(쌀 10kg)  루시드프
로모커뮤니케이션즈 136만5000(쌀4kg)  상영재단 2900만(
쌀 10kg)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성품 참여자 명단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소중한 손길 내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초구는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합니다.

총 256,197,982원 (현금 149,942,282원, 현물 106,255,700원)

2021. 1. 14 ~2021. 2. 15

(단위 : 원)



아이스팩 재활용 위해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오는 3월부터 관내 246개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이 설치된다. 신선

제품 배달의 증가로 아이스팩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어 자

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구가 직접 수

거에 나섰다. 총 280개 수거함을 설치하

고 수거전담 인력과 차량이 2개조로 주 1

회 순회해 수거한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 및 소독 작업을 거친 후 음식점 등에 

제공해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범으로 18개 동

주민센터와 양재·내곡지구 아파트 단지

에 총 69대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아이스

팩 16000여개를 음식점, 정육점 등에 제

공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중소상인의 

한숨을 달래줬다.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

는 업소는 청소행정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청소행정과 ☎02.2155.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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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팔·다리 같은 보장구 수리해 배달해드려요

참여방법 

스마트폰 카메

라를 켜고 아래 

QR코드를 화면

에 담아보세요. 

연결되는 화면에서 3월 15일

까지 퀴즈의 정답과 성명, 주

소, 연락처를 작성해주세요. 

퀴즈 정답자 중 10분을 추첨

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1. 서초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 유족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복지

수당을 신설해 매월 7만원을 지원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 4) 손녀

2. 신선제품 배달의 증가로 배출량이 급증한 를 재활용하기 위해 서초구는 3월부터 관내 246

개 아파트 단지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수거·재활용한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1) 의류 2) 아이스팩 3) 고철 4) 플라스틱

지난호 선정자(전화번호 뒷자리) 

김송자, 김영린, 박성미, 박현선, 반철현, 서미경(7595), 송보율, 심승은, 이재숙, 정지연

코로나19 속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불편 없

이 다닐 수 있도록 서초구가 서울시 최초로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 배송 서비스를 제공

한다. 장애인의 팔다리와 같은 보장구는 한번 

고장이 나면 이동을 할 수 없어 장애인들의 

거동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데 코로나19

로 고장난 보장구를 고치고 싶어도 대면수리

가 어려워 장애인들이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구는 장애인이 전화로 예약하면 수리센

터 직원이 장애인 집으로 방문 출장하여 고장

난 보장구를 비대면 수거하고 수리 후 다시 

장애인 집으로 택배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

를 시작했다. 수리센터에서는 보장구 수리 후 

자외선 소독, 항균 살균까지 작업해 보내준

다. 수리비는 무료이며, 예약 접수는 한우리

보장구수리센터(☎02.2055.0914)로 전화하면 

된다.

 2016년 개소한 한우리보장구수리센터는 장

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를 수리하고 관리해

주는 구립 시설로 연 1000명 이상이 이용하

고 있다. 수리 전문 기사 2명도 장애인으로 

장애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관내 장애인

의 호응도가 높다.

문의 사회복지과 ☎02.2155.6657

장애인 보장구 스팀 세척 

코로나19를 이기는 따뜻한 어르신의 감사편지
지난 2월 19일,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 양재

1동에 거주하는 용경옥 어르신이 편지를 가지고 찾아

왔다. 어르신은 작년 11월 낙상으로 힘들어 어려움을 

겪던 중 복지관으로부터 식생활을 비롯한 여러 도움

을 받으시고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어 감사편지를 전

달하고자 추운 날씨에도 발걸음을 하셨다. “복지관에 

너무 감사해. 외로운 노인에게 매번 반찬도 전해주고 

필요한 선물도 많이 줘서 고마워. 요즘 몸이 많이 회복

되어서 기분이 좋아. 이게 다 복지관 덕이야”라며 밝

고 건강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냈다. 

어르신은 받은 감동을 나누기 위해 기부에도 참여하

고 있다.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4회 

사회복지사가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가정방문해 전달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마스

크, 김장김치 등의 지원을 비롯해 어르신 우울감 감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도 진행해왔다. 

문의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 ☎02.578.1515

아파트·종교시설 작은도서관에 활력 불어넣어요

서초구가 아파트 유휴공간이나 종교시설을 활용해 만든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확대한다. 현

재 관내에는 29개소의 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도서관은 동네 문화사랑방으로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소규모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요금 부담 등 운영비 부족과 프로그

램 운영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하반기 조례개정으로 도서구입비와 독서문화프로그램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도서구입비 지원액도 늘리

고, 하반기에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지원확대를 통

해 주민밀착 공간인 사립 작은도서관이 구민들에게 동네 문화소통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문의 자치행정과 ☎02.2155.8614



★ 고등학교 전교생 
    무상교육으로 교과서비
    · 등록금 전액 면제!!!

※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수업료 전액 국고 지원

※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교과서비 및 등록금 전액 면제

지하철 4호선 총신대 ⑭번 / 7호선 이수역 ⑫번

이수역 ⑭번 출구 앞 무료 셔틀버스 운행

학력인정 신동신정보산업고등학교·신동신중학교

☎ 02) 599-5586, 594-0004

주간·야간 (2년제)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현재 모집 중)

3월 중 자동차세 선납하면 7.5% 할인!

신청대상 서초구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1월 

연납차량 제외)

신고납부기간 3.11(목)~3.31(수)

선납혜택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 중 4월

~12월분 10% 공제, 연세액 기준 7.5%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인터넷·앱 : 이택스(etax.seoul.go.kr), 

S-TAX 어플
   전화신청(☎02.2155.6591~3),

ARS(☎1599.3900) 납부
   구청방문신청 및 금융기관(ATM) 납부

※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자동이체 적용 안 

됨(개별 납부)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6591~3

1인가구 안전을 위한
무료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 

대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내용 세대 내 전력사용량 및 조도 변화를 모

니터링하여 안부돌봄

운영방법 신청접수→세대방문 및 플러그 설

치→의심상황 발생 시 알람 전송→돌봄세대 

연락·방문 안부확인 

비용 무료

신청문의 서초 1인가구지원센터

☎02.2155.8283,8285,8286, 주소지 동주민센

터 방문

서초구와 국립외교원이 함께하는 국민외교 아카데미 ‘청소년 외교 배움터’를 통해 외교관

의 꿈을 키워보세요.

신청기간  ~3.12(금)

선발인원 30명 

신청대상 2021년 3월 기준 서초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강의기간 3.25(목) ~ 6.3(목)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3.24(수) 오리엔테이션 예정 / 4.22(목) ~ 5.6(목)

중간고사 기간 제외

강의방법 비대면 강의

신청방법 서초구청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담

당자 이메일(20170221118@seocho.go.kr)로 제출

문의 행정지원과 ☎02.2155.6168, 6181

주차 강의 주제 주차 강의 주제

1회차
(3.25)

외교의 이해
(외교? 외교관? 외교탐구생활)

5회차
(5.13)

다자외교의 이해
(협상의 달인 외교관의 활동 무대 UN!)

2회차
(4.1)

외교사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6회차
(5.20)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업무
(해외의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대리인)  

3회차
(4.8)

한반도와 국제정치
(작지만 큰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

7회차
(5.27)

외교관과의 대화
(미국 외교관의 한국외교체험기)

4회차
(4.15)

공공외교와 국민외교
(민간외교관 BTS,

국민이 알아야 외교가 산다)

8회차
(6.3)

국립외교원·국민외교센터·외교사료관 견학

외교관과의 대화

본 광고는 유료로 게재하는 광고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구민들에게 마을세무사

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드립니다. 

운영방법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마을(洞)을 연결

이용방법 서초구청홈페이지 ‘세금알아보기’ 코너에 게시된 동별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비대면 상담 : 1차로 전화·팩스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대면 상담 :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

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홈페이지 news.seoul.go.kr/gov/towntaxo ce

문의 세무관리과 ☎02.2155.7371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우리동네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국민외교 아카데미  

‘청소년 외교 배움터’ 신청 안내 

• 선착순 모집 •주부 반, 성인 반 - 2년제 

• 지역, 나이 제한없음 •청소년 반 - 2년제  

• 신입생 및 편입생(=중퇴자) - 1,2,3학년 수시모집

• 인터넷 접수 가능 ( www.dongshinv.hs.kr )

• 본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과정으로 

 수능 성적 없이 내신 성적만으로 

 수도권 대학 다수 진학함.

2021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간
   공동주택 : 3.12(금)~3.31(수)
   개별주택 : 3.19(금)∼4.7(수)

대상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및 의견제출
   방문 : 서초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문의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콜센터 ☎1644.2828
   개별주택 : 재산세과 ☎02.2155.6558~61

서초알림이12



16 화 

서초문화재단
화요콘서트

출연: 서초교향악단

전석 7천원

반포심산아트홀

19:30

☎02.3477.2805

24 수 

서초문화재단
Petite Concert

전석 7천원

반포심산아트홀

19:30

☎02.3477.2805

31 수 

서초문화재단 해설이 있는 발레
Shape of Ballet

출연: 와이즈발레단

전석 7천원

반포심산아트홀

19:30

☎02.3477.2805

서초 문화 
캘린더

3
March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색채심리상담사ㆍ미술심리상담사 3급 수강생 모집

과   정 색채심리상담사 3급 수료과정 미술심리상담사 3급 수료과정

교육일시
3.9~3.30 매주 화요일 

10:00~12:30 / 4회 (총 10시간)

3.10~3.31 매주 수요일 

10:00~12:30 / 4회 (총 10시간)

내   용

•색을 이해하고 정서의 색을 

경험하며, 색이 주는 영향력을 

체험하는 입문단계로, 주관적 

경험에 따른 색의 경험을 통해 

색채의 힘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치료적 활동 이해

•미술의 풍부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여 

자아인식 및 감정적 변화를 체험하는 

과정

•미술 활동 및 그림분석법을 

배움으로써 현장에서 활용  가능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일반성인 누구나   강사 전문강사

신청방법 서초여성가족플라자 홈페이지(women.co.kr) 접수, 전화 가접수

문의 서초심리상담센터(잠원) ☎02.522.0294

잠원센터

4월 개강 ‘ON&OFF 프로그램’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강좌

운영강좌

•역량개발 교육 : 영어/일본어/프랑스어, 홍차·허브차 컨설턴트 3급 등

•취·창업 교육 : 온라인(비대면)강사 양성과정, 북큐레이터 양성과정 등

•문화교양 교육 : 스피치, 난타, 창의미술데생, 엄마표 수학, 나도 사진작가, 

책놀이 등

접수일정 3.8(월)부터

접수방법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홈페이지(seochowomen.kr) 회원

가입 후 수강신청

수강료 과정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문의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02.522.5291

서초센터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3월 특별전

五樂室 (오락실) 
5가지 즐거움을 주는 공간

기획자 정해연

참여작가 배정민, 신성철, 조재형, 홍지원

내용 일러스트 작가, DJ, 무대미술가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준비한 무대조명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관람방법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3.22(월) 전시오픈

※ 유튜브에서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검색(youtube.com/seoripulgallery)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7.2074

청년갤러리카페 참여작가·카페 모집

청년예술작가의 작품을 카페에 전시하여 작가들에게는 활동 및 작품을 알

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청년갤러리카

페 지원사업의 참여작가와 카페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3.2(화)~3.31(수) (30일간)

운영기간 5월~10월 (예정) [2개월씩 3회 운영]

운영방법 카페 1개소당 청년작가 1~2인 작품 전시(인당 작품수는 3점 내외)

모집대상 등 주요내용

구 분 청년예술작가 카페

모집인원 50인 이내 20개소 이내

모집대상
관내 거주 및 활동 청년예술작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60㎡ 이상 규모의 관내 카페

(지원 미달시 해당규모 이하도 가능)

역     할 전시 작품 제공(3점 내외) 갤러리 공간 제공

혜     택

활동지원금 50만원(인당)

전시품 판매 가능

(작품표찰에 금액표기)

배너 및 홍보물품(컵홀더) 제공

* 전시작가의 작품을 이용해 제작 예정 

선정기준 카페분위기 및 전시공간 규모와 전시작품의 어울림 여부

선정방법 2단계 심사 실시(1차 : 전문가 심사매칭, 2차 : 카페주 의견반영)

신청방법 서초구청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ioiiooio@seocho.go.kr)로 제출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8906

2021년 서초구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대상 모집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언제든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동네배움터 5개소 내외 (개소당 최대 475만원)

지원기간 5월~11월

지원대상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 주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이 가

능한 개인 또는 단체

지원내용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청기간 3. 8(월)~3.16(화) 09:00~18:00

신청방법 서초구청 교육체육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초구청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문의 교육체육과 ☎02.2155.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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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연은 취소 및 연기될 수 있으며 일부 공연은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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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
4대폭력 예방교육 들으세요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는 4대폭력 예방

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수강 시 법정의

무교육 이수로 인정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교육분야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중 선

택 가능 

교육방식 온라인 동영상 강의

참여대상 서초구 관내 복지시설, 기업 등 법

정의무교육이 필요한 곳

신청방법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홈페이지

(seochoequailty.org)에서 신청양식 다운로

드 받아 이메일(sw5220291@naver.com) 접

수

신청기간 상시접수

문의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 ☎02.522.0292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신청대상 

서초구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

든 차량(과태료 조회 및 납부 문의는 현장 단

속 후, 근무일 기준 2일 후에 가능) 

감경기간 

단속일로부터 의견진술 제출기한 또는 과태

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감경기간) 

내, 납부 시에 20% 감경(국민기초생활수급

자 등 추가 50% 감경은 별도 신청)

납부방법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cartax.seoul.go.kr)

•ARS(☎1599.3900)

•앱 STAX

•가상계좌(서초구청 과징팀 근무시간 내)

※2020년 5월부터(개인명의 등록 차량) 사

전통지(20% 감경) 및 수시분(원금)과태료는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및 문자)로 발송

하고 있으며, 전자고지를 확인하면(납부 여

부와 상관없이) 종이고지서는 우편 발송하

지 않습니다.

문의 주차관리과 ☎02.2155.7264~5

온가족이 행복해지는 새봄맞이 공간정리 노하우 특강

모집기간	3.8(월)~3.15(월) 선착순 접수

신청자격	 	서초구 관내 공동주택 주민

 (단, 수업은 서초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프로그램	 	20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당 5강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

수업장소	각 가정 (ZOOM 활용 비대면수업)

수업인원 프로그램당 10명 내외 

수강비용 무료 (단, 재료비는 개인부담)

접수방법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생활지원센터에 접수

문의  주거개선과 ☎02.2155.7307

서
4

리풀커
4

뮤니티스
4

토리(아파트자치학교) 참여하세요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프로그램명

음악
우쿨렐레

취미
초급생활영어

노래교실
인문학여행

(소설,	영화	속	삶의	이야기)	

미술

성인공예 취업지원 면접스피치

색연필화

어린이

키즈스피치·글쓰기

드로잉	일러스트 창의수학

체육
요가 숲체험	(양재천	생태교실)	

필라테스 어린이	미술·공예	(3D펜)

취미

메이크업

기타
*	소규모	모임	강좌	

모임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강의)

꽃꽂이,	테라리움

신박한	정리정돈	

영상편집

웹툰교실

서초50플러스센터 3월 강좌 수강생 모집

강좌명 접수기간 강의일시 회차 수강료

소통이 안되면 고통이 된다(온라인 강의) ~3.9(화) 3.16~30(화)	10:00~12:00 3회 2만원

친족후견인 양성과정 ~3.15(월) 4.6~5.13	(화,목)	14:00~16:00 12회 12만원

공공후견 사회공헌단 ~3.15(월) 4.7~5.21	(수,금)	14:00~16:00 12회 6만원

웹툰작가 입문과정 ~3.15(월) 3.20~5.15	(토)	14:00~18:00 8회 10만원

강아지학개론 ~3.15(월) 3.20~5.29	(토)	14:00~16:00 10회 7만원

돌봄전문가 양성과정(일자리 연계형 수업) ~3.15(월) 3.16~4.20	(화,목)	14:00~17:00 11회 7만원

3D펜 아트 강좌 ~3.9(화) 3.16~3.26	(화,금)	13:30~15:30 4회 4만원

토퍼는 처음이죠? ~3.16(화) 3.24~4.2	(수,금)	10:00~12:00 4회 4만원

BTS 특강대전(온라인 강의) ~3.11(목) 2.17~3.18(매일)	13:00 1회 무료

머그컵프레스 메이커 강좌 ~3.11(목) 3.18(목)	14:00~15:00 1회 1만원

50+ IT스쿨(엑셀, 파워포인트, 3D프린팅, 코딩 등) ~3.11(목) 주	1~2회	등	5개	강좌별		일정	확인
8회

(강좌별)
3만원
(강좌별)

유 캔 비 스마트, 50+ ~3.11(목) 3.12~19(금)	14:00~16:00 2회 1만원

서초50플러스센터에서 다양한 강의를 만나보세요. 

장소 서초50플러스센터 (서초구 염곡말길 9)

대상 50+세대 (만 50세~64세)

신청방법 서초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50plus.or.kr/sch/education.do)

문의 어르신행복과 ☎02.2155.8863, 서초50플러스센터 ☎02.579.5060

※수도권 사회적거리 단계조정에 따라 강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서초구 아버지센터에서는 우리집에 봄옷을 입히고, 

온가족이 힐링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정리’ 노하우 특강을 운영합니다. 

수강방법 서초구청 유튜브(평온프로젝트), 

아버지센터 유튜브 채널

일시 3.10(수) 업로드 예정 

대상 서초구민 누구나

주요내용 

1편 
건강 Up 식비 Down 
냉장고정리법

유통기한을	고려해	정리하기,	있는	것	없는	것	파악하기
‘냉장고	파먹기’로	오래된	식재료	소진하는	방법	소개	

2편
일하기 편해지는
5분 주방정리

외국인이	처음	와서	열어봐도	찾기	쉬운	
주방물품	분류		수납		정리	비법	소개

3편 
아빠도 아이도
척척 옷장 정리

‘이대로	딱	한번만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은	누구나	
그대로	따라만	하면	정리가	되는	옷장	정리의	법칙	소개

4편
집중력 쑥쑥
신학기 아이방 꾸미기

책상과	책장의	배치,	커가며	점점	쓰지	않는	
물건	빼기,	습관이	되는	서랍	정리법	소개	

문의 교육체육과 ☎02.2155.8827, 서초구 아버지센터 ☎02.2155.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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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기동단속반, 야간·주말 방역수칙 위반 단속

24시간 원활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위해 서초구는 지난 2월 10일부터 서초구-경찰서

간 핫라인을 구축, ‘방역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구대 경찰이 현

장에 출동하여 민원처리를 한 뒤 구청에 공문으

로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구청

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근무시간 외 야

간이나 주말에도 구청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방역기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야간과 주말에 112로 방역수칙 위반 신

고가 들어오면 경찰로부터 핫라인을 통해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찰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자 및 위반시설을 집중 지도·단속한다. 운영시간

제한 준수,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설치 및 작성

(수기포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용자 간 

거리두기, 집합 금지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

역지침 위반 관련 신고를 중심으로 집중 활동하고 

있다. 경미한 사항은 업소 관계자 및 이용자들에

게 위반내역을 즉시 시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

우는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

기동단속반에 가장 많이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내

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며 2월 23

일까지 132건의 접수민원을 처리했다.  

문의 위생과 ☎02.2155.8025

서초구 - 경찰서 핫라인 구축해 

동시 현장 출동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방역시간 미운영)

•평일 9:00~20:00(방역시간 12:30~13:30, 17:30~18:30)

•주말·휴일 9:00~17:00(방역시간 12:30~13:30)

※운영 종료 30분전 접수마감 

(평일 12:00, 17:00, 19:30 / 주말·휴일 12:00, 16:30)

임시선별검사소

장소 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출구

운영시간(방역시간 미운영)

•평일 9:00~17:00(방역시간 12:00~13:00)

•주말·휴일 13:00~17:00(방역시간 12:00~13:00)

※운영 종료 30분전 접수마감

(평일 12:00, 16:30 / 주말·휴일 16:30)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의 심리·정서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양육 효능

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신청기간 3.2(화)~3.16(화) 2주간

지원기간 4.1(수)~9.30(목) 6개월간

모집인원 40명 ※신청인원 초과시 이용불가

모집대상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또는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

지고 있는 부모(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

녀를 둔 부모)

※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내용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1:1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전문상담서비스 영역 내용

자녀특성에 대한 이해
우리아이	특성에	대한	이해,	생애발달단계	이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	특성	이해)

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 
양육태도와	기술,	훈육방법에	대한	지원,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	아동의	문제행동	지도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자아탐색,	강점	찾기,	심리ㆍ정서적	지원

가족기능 이해 및 강화 부부관계	탐색,	가족	기능	파악,	가족	내	의사소통	점검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

견서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심리지

원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문의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02.2155.8349

서초모자보건지소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 32주 이후 임산부, 분만 후 3개월 이내 출산가정

일시 3.8(월), 3.15(월), 3.22(월) 13:00~16:00 

장소 서초모자보건지소 또는 신청자 가정(방문교육 및 

전화상담 중 택일)

강사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 (건강부모e음 ☞ 검색창에 ‘모유수

유’, ‘모유’, ‘수유’ 검색(회원가입 필수))

신청기간 3.1(월) 9:00부터 선착순 마감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모유수유클리닉 ☎02.2155.8276

4월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임산부 30명

일시 4.13(화), 4.20(화), 4.27(화) 10:00~12:00

방법 노트북, 모바일을 활용한 양방향 온라인 교육

내용 라마즈 분만법, 모유 수유, 신생아 관리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 (건강부모e음)

신청기간 3.2(화) 9:00부터 선착순 마감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건강부모교육 ☎02.2155.8276

지켜주세요

운영시간제한 준수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설치 및 작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용자 간 거리두기

4월 순산을 위한 임신부 필라테스(화상교육)

대상 임신 16~35주 이내 임신부 23명

일시 월 4회 / 4.9(금), 4.16(금), 4.23(금), 4.30(금) 10:30~11:20

방법 노트북, 모바일을 활용한 쌍방향 온라인 교육

내용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부 필라테스 홈트레이닝 

교육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건강부모e음 

parents.seocho.go.kr),

3.1(월) 9:00부터 접수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건강키움방 ☎02.2155.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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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이름 LED 화면에…재미있는 기부 경험 

키오스크로 기부와 영수증 신청 한번에 가능 

서초구청 2층 서리풀 기부의 벽 설치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

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은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알지 못해 이의신청 기

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

지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와 의견·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을 개별

공시지가 열람일과 결정·공시일에 맞춰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를 마련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18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초구청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개별공시지가 알

리미에서 휴대폰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개별공시지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서초구청 2층에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긴 

‘서리풀 기부의 벽’이 설치됐다. 서리풀 기

부의 벽은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

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1000만원 이

상 기부자 121명의 이름, 1억원 이상 기부

자 8명의 사진과 기부철학이 LED 화면으

로 표현된다. 고정형 기부공간과 달리 화면 

업데이트가 가능해 현장 기부자를 바로 표

출할 수 있으며, 미래의 기부자들도 공간의 

제약 없이 새길 수 있다. 

 또한 서초구는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콘텐츠를 개발했다. 키오스크 무

인결제를 통해 개인 카드로 1000원부터 

소액기부도 가능하며 기부금 영수증 신청

도 현장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다. 기부 후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고 기부의 벽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도 새길 수 있다. ‘얼마’를 기부하느냐 보다 

‘어떻게’ 기부하는지에 관심을 둔 기부콘텐

츠로 ‘퍼네이션’(Fun(즐거움)+Donation(기

부)를 합친 신조어)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 

 ‘서리풀 기부의 벽’은 기부·나눔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불러일으키는 마중물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

음이 기억되도록 감사의 공간으로 활용하

고, 서초구민 기부참여 100%를 목표로 많

은 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기부

금은 서초구 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계획이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55.6635

따뜻한 마음 스마트하게 기억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