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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아픔 이젠 안녕~

 여성 일자리주식회사 출범  ▶ 4면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오픈

4개 권역별 1곳씩 조성 완료  ▶ 4면  

서초구가 전국최초로 가상공간에 어르신 문화여가시설인 느티나무쉼터를 조성했다. 메타버스 

게임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에 들어선 느티나무쉼터는 실제 건물과 똑같이 구현돼 있어 

어르신들이 즐겁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초구는 청년들의 라이브공연을 

메타버스에서 펼치는 등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도 앞서나가고 있다. ▷2,3면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앱도 인기  ▶ 2면  

서초의 느티나무쉼터는

메타버스로 간다!

Metaverse=Meta(가상ㆍ초월) + Universe(우주)

10



최신 IT트렌드를 한 발 앞서 배우고 

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서초구 

스마트 시니어들을 소개한다. 

스마트 시니어 사업 다양

특집02

“메타버스가 효도버스네~”

“처음에는 무슨 버스라길래 어디 가는 새로운 버스인가 했죠. 내가 평소 못 입

어본 패션을 입어도 보고, 좀 더 젊은 내 모습을 한 아바타가 가상세계를 이리

저리 다니는 걸 보면 신기하네요.” 

서초구 어르신들이 메타버스의 매력에 푹 빠졌다.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

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Metaverse)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

계를 일컫는 말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아직 낯선 용어지만 서초구 어르신들은 어르신 전용 복

합문화공간 ‘느티나무쉼터’에서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과 콘텐츠 덕분에 일찌

감치 메타버스를 경험하게 됐다.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예시로 앱 설치부터 실제 아바타 만들기, 

가상공간을 돌아다니는 방법 등을 공부한다. 제페토 속 가상의 느티나무쉼터는 

실제 건물과 똑같이 구현되어있다. 평소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서초구 느티나무쉼터 관계자는 “메타버스 속에서는 성별도 나이도 상관없다. 

만난 사람과 소통이 잘된다면 좋은 친구가 된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가

상공간에서 세대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의 폭이 넓어진 세상을 느꼈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가상 느티나무쉼터에서 이벤트를 통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노인의 날 기념 트롯 미니콘서트, 12월 어르신들의 

작품전시회 등 어르신들이 더욱 쉽고 친숙하게 가상세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청년예술인들의 라이브 공연도 메타버스에서 펼치는 등 새로운 디

지털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들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멋진 아바타 꾸미고 새 친구 사귀어보세요 

가상공간 느티나무쉼터에서
신통방통한 메타버스 체험  

식당·카페서도 주문 당당히! 

키오스크 교육용 휴대폰앱
‘서초 톡톡C’ 다운로드 인기 

‘서초 톡톡 C’를 활용한 키오스크 체험교육

서초구는 메타버스 체험 교육 외에도 어르신들이 IT 기

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초 스마트 시니어 사업’

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전국 최초로 개발한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용 앱 ‘서초 톡톡 C’가 배포 8개월만

에 다운로드 건수 5000건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

다. 

당초 복지관과 느티나무쉼터에서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체험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코로나로 대면 교육에 한계

가 생기자 누구나 집에서도 쉽게 배워볼 수 있도록 지난

해 11월 앱을 개발해 배포하게 됐다. 

앱은 음성 안내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키오스크 사용

법을 쉽게 배우고 실제 주문하는 것처럼 연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콘텐츠는 무인민원발급기, 패스트푸드, 카

페, 고속버스 발권, ATM기, KTX 발권, 공항 발권, 병원 

등 9종이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주문 시 당황하지 않

도록 실생활에서 키오스크가 자주 사용되는 상황을 가

정해 제작됐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초 톡톡C’를 검색하면 다운로

드가 가능하다. 설치 후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유튜

브 ‘서초할마할빠이야기’ 채널에서 영상으로 사용법을 

배워볼 수 있다. 

문의 어르신행복과 ☎02.2155.8864

 느티나무쉼터에서 열린 메타버스 체험교육

아바타를 만들고 있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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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는 시니어 앵커 29명이 활동 

중이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니어 

앵커는 콘텐츠 제작의 기초교육에서부

터 실습, 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한다.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하

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노력과 애정

이 남다르다고 한다.

서초구는 내곡느티나무쉼터와 방배노

인종합복지관 2개소에 어르신 전용 방

송 스튜디오를 새롭게 단장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준다(이을絡(락))는 

의미의 ‘모두락(絡)스튜디오’와 방배노

인복지관에 ‘서리풀스튜디오’를 조성해 

시니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촬영에

서 편집,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제작된 콘텐츠들은 ‘서초할마할빠이야

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된다. 유튜

브 채널은 이미 입소문을 타 어르신 구

독자가 3780명이 넘었다. 어르신의 관

심사를 소개해 지속적으로 공감을 얻은 

결과다.

유튜브에는 어르신이 직접 배달앱을 사

용해 ‘푸팟퐁커리’ 등 이국의 음식들을 

주문하는 모습이 유쾌하게 소개된다. 

어르신들의 마음속 얘기로 세대 간 소

통의 기회를 주는 등 친근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가득하다. 추억의 뮤직박스, 

토크쇼, 정보화 영상, 문화예술, 어학 등 

취향별, 테마별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어르신들을 응

원해보자. 

서초구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AI 돌봄로봇 보급에 나섰다.

딱딱한 로봇 이미지에서 탈피해 귀여운 외형을 갖춘 AI 돌봄로봇 ‘서

리풀복동이’는 다정한 대화로 어르신의 말벗이 될 뿐만 아니라 잊어

버리기 쉬운 약 복용시간, 운동시간을 

알려준다. 어르신이 집안일을 할 때면 

옆에서 퀴즈를 내거나 노래를 불러 적

적함을 줄인다. 어르신의 움직임이 감

지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긴급 메시

지를 보내 안전 확인도 가능하다. 서초

구는 10월 중 AI 돌봄로봇 60대를 추가

해 총 110대를 운영 예정이다. 

온택트 노인의 날 기념식ㆍ경진대회

BTS 안무도, 스마트기기도 척척 “역시 꽃청춘!” 

유튜브채널 ‘서초할마할빠이야기’ 

시니어앵커 은은한 매력에 ‘좋아요’ 꾹꾹 

MZ세대 뺨치는 서초어르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손주 노릇 톡톡 

AI로봇 ‘서리풀복동이’ 보급 확대

10월 2일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로 진행된다. 

500만 팔로워를 가진 인기 유튜버 “어

썸하은”의 나하은양과 함께  BTS의 

‘Permission to Dance’ 커버 댄스를 준비

했다. 영상은 10월 1일 서초구청 유튜브 

채널과 서초할마할빠이야기 채널에 업

로드 될 예정이다. 

10월 14일에는 어르신들의 스마트 역

량을 겨루는 IT경진대회가 열린다. 3회

째 열리는 스마트시니어 경진대회는 재

밌는 IT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을 갖는다. 또한, 경진대회에 이어서 최

신 IT 정보, 인터넷 금융사기 대처법 등 

어르신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만 담은 스마트 알짜톡 토크쇼 시

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본격화

살던 곳에서 편한 노후 보내세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

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착공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복합복지타운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시설이다. 서초구

에 사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터전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어르신 복지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을 함께 조성해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진형 요양시스템을 갖춘 어르신 요양시설은 전국 최대 

규모인 400인 규모로 조성된다. 기존 폐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요양시설들과 달리 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차세대 노인요양시설의 선도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건지소와 치매치료타운을 함께 개설해 주민들

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위험군과 치

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양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도 설치해 주

민들의 여가도 책임진다. 

서초구는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건축설

계를 통해 개발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어르신행복과 ☎02.2155.8871

<화남금녀> 영화 제작중인 시니어 앵커들

뮤직박스 녹음중인 시니어 앵커

서초형복합복지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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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엄마힐링센터로
오세요

몸과 마음이 지친 엄마들

지난해 11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

한 전용 휴식 공간 ‘서초엄마힐링센터’

가 문을 열었다.

대부분 육아·가족들을 위한 시설들이 

아이의 놀이공간 위주로 만들어져 엄마

들에게는 집 밖의 다른 육아장소가 될 

뿐이지만 이곳은 오롯이 엄마들의 휴식

에 초점을 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커다란 10인용 나무 테이블이 시선을 

끄는 공간 ‘엄마의 부엌’에서는 와인과 

어울리는 핑거 푸드, 브런치, 디저트, 베

이킹, 캐릭터 도시락 등 최신 트렌드의 

다양한 요리수업이 진행된다. 

대형 스크린과 안락한 소파가 배치된 

엄마의 거실은 함께 모여 영화와 독서

를 즐기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

록 꾸며졌다. 아늑한 휴식과 낮잠을 즐

기도록 최신 전자동 안마의자도 비치돼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들

이 중단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대로 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힐

링 프로그램을 재개할 예정이다. 

문의 서초엄마힐링센터 ☎02.573.2010

위치 청계산로 9길 70(내곡 SH플라자), 3층

‘경력단절 굿바이~’ 여성일자리 주식회사 출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10

월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 예산투입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수익과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

다. 특히 고학력의 경력 단절 여성이 많은 서초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

한 여성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한다. 

플랜테리어, 재능 플랫폼, 여성늘봄카페 운영, 공공

시설 클린사업 등 수익사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을 중심으로 정규직과 시간제, 기간제, 프로젝트성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들을 창출할 예정이다. 

플랜테리어 사업은 식물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양재꽃시장, 고

속터미널 화훼상가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반려

식물 키트 제조, 식물키우기 클래스 등을 추진할 계

획이다. 

       

      

여성늘봄카페 사업은 서초구 공공시설 내부에 입

주한 카페를 운영해 수익을 내는 모델로, 채식 메뉴 

개발 등 기존 카페들과 운영에 차별화를 둘 계획이

다. 

재능 플랫폼은 이러닝 기반의 교육 콘텐츠 기획과 

플랫폼을 개발해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로 재능 개

발,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미래교육 키워드를 중심

으로 초등학생 대상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교육 테크 재능 프로그램 및 교

재, 콘텐츠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경력단절여성들

이 교육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시설 클린사업은 공공시설의 환경정비 용역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일자리도 제공되며 최저시급보다 높은 생활임금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

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731 

위치 염곡말길9, 3층 서초여성일자리(주)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서초여성가족플라

자 방배센터와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함께 문을 열었다. 

‘배움을 가깝게 내 삶을 즐겁게’를 목표로 서초 가

족들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응원하는 서초여성

가족플라자 방배센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지하 1층의 

대강당, 1층의 카페, 2층과 3층의 강의실, 요리교실, 

유튜브실, 미술실 등의 공간에서 배움과 여가 활용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개관기념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인문학 무

료특강을 진행한다. 오는 11월부터 인문학, 요리, 미

술, 건강, IT, 음악, 어학, 어린이 등 맞춤형 프로그램

을 준비하고 바쁜 직장인을 위해 토요강좌도 신설

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

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같은 건물의 4, 5층에는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가 위치한다. 전문 돌보미 양성을 위한 

서초 아이돌보미 교육과, 서초 손주돌보미 교육, 조

부모 특강 등이 진행되며, 가족상담과 사례관리 서

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문의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02.522.0242,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070.7477.2402 

위치 방배로10길 10-20

4개 권역마다 1곳씩 방배 여성가족플라자도 생겼다



Seocho NEWS 05종합

‘짜잔~’ 잠원지역 고교 2024년에 개교 

고등학교가 없었던 잠원지역 학생들은 강남구나 양재역 인근 학교로 배정되는 등 통학불

편을 겪어왔다. 서초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

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교육청과 꾸준히 협의했고 잠원동 71-10(잠원스포츠파크 부지)에 청

담고 이전 유치의 물꼬를 텄다. 

서울시교육청 소유의 청담고 부지와 서울시가 소유한 잠원스포츠파크 부지 교환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2023년으로 예정됐던 개교 일정이 지연됐지만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부지매

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청담고는 2024년 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교육체육과 ☎02.2155.8819

반포종합운동장에 복합체육시설 공사
수영장ㆍ실내 클라이밍시설 등 들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사랑받고 있지만 노후한 시설로 불편이 많았던 반포종합운

동장에 새로운 복합체육시설이 조성된다. 반포유수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연면적 5918㎡, 

지상4층 규모로 지어지며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실내 클라이밍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에서 체육시설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연결 통로도 신설되며, 매점과 카페 등을 시설 전면에 배치해 운동장을 바라보며 

휴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내년 4월 착공하며, 2023년 하반기 완공예

정이다. 

문의 교육체육과 ☎02.2155.8819

양재천 우안도로 수영장 복원 공사
썰매장 겸용 사계절 테마파크형으로 

양재천 우안도로(태봉로 연장도로)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 진행 중이다. 보다 꼼꼼

한 마무리를 위해 완공이 늦춰졌다. 양재천 우안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마다 정체로 

몸살을 앓던 우면동의 교통체증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양재천 우안도로 공사로 없어졌던 양재천 수영장도 우안도로 개통에 맞춰 내년 6월 복원

된다. 여름철마다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양재천 수영장은 길이 약 125m, 폭 15m 

규모의 테마파크형 수영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봄과 가을에는 축제현장으로, 겨울에는 썰

매장으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도로과 ☎02.2155.6973, 교육체육과 ☎02.2155.6210(수영장) 

양재1동 주차난 해소할 공영주차장
노리학교ㆍ1인가구지원센터 등 입주 

양재1동의 주차난을 시원하게 해결할 양재공영주차장도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2

년 완공될 예정이다. 기존 양재공영주차장(양재천로 125-10)과 인근 비석어린이공원 부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175면의 주차장, 서리풀노리학교, 모

자보건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등 공원까지 함께 들어서는 주차장 복합건물로 지어진다.

문의 주차관리과 ☎02.2155.7297

반포2동 공공청사에 복합문화시설 
주민 악기연습실ㆍ전시장 등 조성 

경남아파트와 신반포3차 재건축 기부채납시설로 반포2동복합청사와 전시장, 공연실, 연습

실을 갖춘 문화시설(가칭 : 서리풀아트스퀘어)이 들어설 예정이다. 각 건물은 지하 2층, 지

상 5층의 규모로 설계됐다.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주민라운지와 회의실, 북카페와 주민자

치프로그램실, IT체험존과 미디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전

시실과 키즈플레이 카페, 악기 연주 스튜디오, 다목적연습실 등으로 구상하고 있다. 반포2

동공공청사와 서리풀아트스퀘어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주거개선과 ☎02.2155.7342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있는 화제의 

시설들. ‘언제 완공되는지’, ‘어떤 부속시설이 

생기는지’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청담고

반포복합체육시설

 양재천 우안도로와 수영장

양재공영주차장 복합건물 

반포2동복합청사 

우리동네 공사 궁금증 Q&A 청담고 잠원스포츠파크로 이전, 통학불편 해소



서초구의회06

주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연구에 매진

서초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최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

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박지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

로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였고, 이어서 

▲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 서초구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사회

적경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3건을 의결했다. 3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

위원회별로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 회기 마지막 날인 

8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

의·의결하였다. 마지막 날인 8일 2차 본회의에서는 ▲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였고, ▲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 서초구 

서초구의회, 의원 아동권리교육 실시

# 아동과 지역사회가 함께 #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 아동친화도시 ‘서초’ 조성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지난 9월 8일 제1위원회실에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서초가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써 한 단계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권리

협약의 가치와 이념 실현을 통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

시 조성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

의하는 의회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아동권리 감

수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날은 ▲아동

친화도시 개념과 목적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관내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한 서초구의회의 역할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김안숙 의

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사회 

안에서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의회

부터 먼저 배우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하준이법(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된 지 1년

이 넘었지만, 서초구의 경사진 주차장에는 

아직 의무화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사이

드 브레이크 채우기, 앞바퀴를 틀어서 연석

을 향하게 주차하기, 고임목 설치하기 3단계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초구는 관련 법

을 적극 홍보하고 앞장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의 제명변경, 예

산낭비의 정의 확대 규

정, 예산 바로쓰기 주민

감시단 설치,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등 주

민참여의 확대 및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김정우 의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

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장려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

민에게 사회공동체문화 

및 나눔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장옥준 의원][박지효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5분 자유발언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 가칭 서

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

의안을 의결했다.

김안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회는 민생을 살리는 큰 틀 안에서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

다”며 “두 차례 추경을 비롯해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구

민에게 가장 필요한 입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의회 본연의 일에 집중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 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을 통한 교집합을 찾아나갈 것이며, 구민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

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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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6일, 17일 이틀간 관내 5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생활자

를 위해 순천만 햅쌀(10kg) 90포를 전달했다. 관내 소매업체를 통한 쌀 구

매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도 일조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김안숙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친지, 이웃들이 한데 모

여 정을 나누는 광경이 그리워진다. 그 빈자리를 다 채울 순 없겠지만 서

초구의회가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이 지친 일상 속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

라며, 풍성한 명절을 맞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취약

계층 및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

해 ‘한가위 이웃사랑 자원봉사’를 실천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현장근무자들의 마음을 위로

하고 가족의 정(情)을 나눴다.

▶지난 9월 8일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모여 식료품으로 구

성된 선물박스 210개를 정성을 담아 포장하여 관내 중앙·방배·양재 노인

종합복지관 3개소에 전달했다.

▶14일에는 서초경찰서를 방문하여 현장근무 중인 의경대원들을 위해 컵

라면 1500개를 전달했다. 구의회를 대표해 경찰서를 방문한 김안숙 의장

과 최종배 부의장은 추석 기간 구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록 밤낮으

로 고생하는 의경대원을 위로하고 현장근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82 

서초구의회, 추석 맞이 ‘한가위 이웃사랑 자원봉사’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미래정책연구회(회장 고광민)’는 2일 서

초구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서초구의회 의원 정책 보좌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고광민 회장을 비롯 김안숙 의원, 장옥준 의원, 이현숙 

의원, 오세철 의원, 김익태 의원, 전경희 의원, 박지효 의원이 참석하였다. 

고광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용역을 맡은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의 용역 착수보고와 참여 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의원 정책 보좌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

사무국의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실태 분석과 타 지자체 사례 연구를 통해 

입법,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고유기능의 측면

에서 현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의회는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구민

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미래정책연구회」 의원 정책 보좌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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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바람을 맞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책읽기 좋아 독서

의 계절이라고도 불리는 가을을 맞이해 서초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다채로운 독서 즐기

기 프로그램·행사와 테마별 도서관을 소개한다.              문의 문화관광과 ☎02.2155.8638 

서초의 도서관은 ‘색깔’이

숲 내음 가득한 명상과 휴식의 공간 방배숲도서관

자연속에서 독서문화를 즐기며 휴식과 명상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독서문

화공간으로 서리풀터널 상부공간에 조성된다. 내부에는 원형의 중정을 바

라보는 열람공간을 마련해 실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야외에서 여유와 사색

을 즐길 수 있는 방배숲 서재, 에코체험 학습실 등 숲을 주제로 한 공간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공 후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환경생태 체험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절마다 매력 있는 야외숲속도서관 오솔숲도서관

오솔숲도서관은 양재도서관 앞 양재천 산책로를 따라 책과 각양각색 의자

를 배치한 야외도서관이다. 나무그늘 아래에서 바람을 느끼며 독서할 수 있

는 힐링장소로 인기 있다. 실외에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언택트도서관 

부스가 있어 코로나 시대 안성맞춤인 야외 도서관이기도 하다. 양재천을 산

책하다가 편하게 들러 독서를 즐겨보자.

출퇴근길 이용하기 안성맞춤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은 키오스크 형태의 간이 도서관으로 양재역, 내방역, 구반포

역, 새싹어린이공원까지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운영시간에 맞

춰 방문이 어려운 학생, 직장인들이 특히 이용하기 편리하다. 스마트도서관

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대출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미리 

대출을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메이커스페이스 갖춘 미래형 도서관 서초청소년도서관

서초청소년도서관에서는 3D프린터, 의류용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스마트메이커팩토리’라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이킹 활동을 지원한다. 요

즘 주목하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미디어테이블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놀면서 배우는 활동이 가능하다. 영어 리딩 실력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르네상스 러닝 영어 리딩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이용자 눈높이 맞춘 복합문화공간 양재도서관

양재도서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도서관이다. 계단식 열

람공간과 놀이, 독서 모두 가능한 탁구 테이블 등이 마련된 청소년 전용 틴즈 

플레이스와 편안하면서 독특한 가구를 배치해 엄마들의 재충전을 돕는 엄마

의 독서룸, 작업에 집중하거나 독립적 공간이 필요하면 대여할 수 있는 나만

의 서재도 있다. 10월엔 다양한 문화권의 문학과 음악의 향연을 느낄 수 있

는 프로그램 ‘컬처 딜리버리 북&뮤직’, 3층 야외 테라스에는 지역 청년 예술

인들의 ’아트 에브리웨어‘ 전시가 펼쳐진다. 

서울에서 최초 어린이 창작 공간 조성 반포도서관

반포도서관은 올해 8월 서울시 공공도서관중 최초로 어린이 창작공간인 

‘모야’를 조성했다. ‘모야’는 어린이들이 작업실에 마련된 다양한 재료들과 

도구를 토대로 선생님이나 커리큘럼 없이 스스로 자율적인 주체로 생각하

고 창작하는 작업공간이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번 클래스를 운영

하며, 반포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른·어린이 사로잡는 그림책이 가득 서초그림책도서관

아이들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국내 및 영어 그림

책 장서가 있는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이다. 스트리밍 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리 놀이터, 부모와 아이가 눈 맞추며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이야

기 놀이터, DVD가 비치된 그림책 자료실이 있다. 서리풀 문화광장 내 장난

감도서관, 영유아보육센터와 함께 위치하고 있다.

4개 권역별로  ‘형ㆍ형ㆍ    ㆍ색’ 책

서초청소년도서관

가지각색 테마가 살아있는 서

방배숲도서관, 친환경 독
  글 서리풀기자 김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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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다 

도서관이 ON(온)다! 

내 책 기증하고 원하는 책으로 교환해요! 

서리풀 e-책장터

서리풀 e-책장터는 온라인으로 도서를 도서관에 기증하면 발급받은 전자쿠폰

으로 원하는 도서를 교환할 수 있는 행사다. 

서초구 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증기간(10월 15일까지)

에 서초구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웹, 서초라이브러리앱 중 한 곳에 

신청 후 기간 내 원하는 서초구립도서관(반포, 양재, 내곡, 청소년)에 도서를 

제출하면 기증도서 검수 후 1권당 전자쿠폰 1매가 발급된다. 전자쿠폰으로 원

하는 도서를 신청하고 교환기간(10월 23일~10월 31일)에 구립도서관 4개관 중 

선택한 도서관의 수령처에서 도서를 수령하면 된다. 

10월 도서관 행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장소 내용 

프로필사진관
10.22(금) 16:00~18:00

(양재도서관)

사진작가의 도서관 방문객 프로필사진 촬영 

이벤트

가족 홈가드닝 
10.23(토) 17:00~18:00

(온라인)

가족과 함께 하는 홈가드닝 체험

(반려식물 키트 배부 예정) 

온(ON)가족메이킹
10.23(토) 16:00~17:00

(온라인)

보드게임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들며 

즐기는 프로그램 

서리풀청년아트

기획단공연

10.22(금), 10.24(일) 

16:00~17:00

(양재도서관, 온라인)

서리풀 청년아트기획단의 

고품격 공연

서초 음악영재

앙상블

10.23(토) 16:00~17:00

(양재도서관, 온라인)

탁월한 음악소질이 있는 서초구 초등학생들이 

함께 펼치는 앙상블 공연 

단편영화 상영 
10.22(금)~10.24(일)

(온라인)

서울영상위원회 추천 단편선, 광화문 국제 

단편영화제 수상작 유튜브 실시간 상영 

온·오프라인 책 연계 행사 풍성

2021 서리풀 책 문화축제  

도서관을 아끼고 책을 사랑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3회 서리풀 책문화축제- 

도서관이 ON(온)다!’가 10월 22일(금)부터 3일간 온·오프라인에서 개최된

다. 프로필 사진관, 반려식물 만들기, 마술사 되어보기, 온가족 메이킹 등 책

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서관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초구 도서관들

을 만나보자. 접수와 행사일정은 10월 15일부터 서초구통합도서관 홈페이

지에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오솔숲도서관

양재도서관

서초그림책도서관

서초형 도서관

독서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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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집수리·청소까지 한번에

서초구 지역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

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서초구는 재건축 공사현장과 큰 도로가 많아 등·하

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다. 

이에 서초구는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 전부터 

자치구 최초로 구비를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

호위반·과속단속 CCTV를 설치해 왔다. 

교통단속카메라는 경찰청이 설치 권한을 갖고 있

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 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이 

매우 적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전

체 중 연간 20~30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간선도

로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하고 있어 학교주

변 통학로 등 생활권 도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었

다.

서초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방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구 예

산으로 설치 후 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법 개정에 앞서 단속카메

라를 빨리 설치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

은 어린이 통학로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

을 추가 발굴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신동초등학교 후

션센서 경보기는 상단에 설치된 3대의 AI카메라가 

각 방향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보행자

를 인식해 LED전광판의 문자와 스피커의 음성, 경

광등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한다.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189

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내 최초로 AI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모션 센서 경보기를 시범 도입했다. 

이곳은 학교 후문과 일방통행로 사이에 담이 존재

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워 사

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스마트 모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1인가구의 이사부

터 가사지원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주거123 

패키지’를 시작한다. 기존 서비스인 소규

모 집수리 지원사업 ‘서리풀 뚝딱이’에 신

규 사업인 ▲이사를 지원하는 ‘싱글 익스프

레스’ ▲청소와 정리정돈을 도와주는 ‘싱글 

홈케어’까지 더한 패키지 사업이다.

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중 전·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약 63%인 것

으로 나타났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잦은 

이사를 해야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런 서비

스를 시작하게 됐다. 

싱글 익스프레스는 다세대·연립주택 전·

월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

로 1.5톤 이사차량 또는 이사포장박스 대

여, 입주청소·방역·정리정돈서비스를 밀

착 지원한다.

싱글 홈케어는 1인가구의 청소·정리정돈

을 도와주는 가사지원서비스이다. 가사활

동이 어려운 청년, 중장년을 위해 가사전문

가를 연결하여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리풀 뚝딱이는 사소하지만 혼자서는 해

결하기 어려운 집안 내 간단한 수리·수선

을 돕는 서비스다. 일상생활 속 소소하지만 

갑자기 발생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

록 가구 당 연 10만원 상당의 수리를 지원

한다. 

문의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02.2155.8281

서초구,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엄마 아빠 등하굣길 안심하세요” 

남다른 1인가구 서비스 주거 패키지 시작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함께해요

서초아이발달센터 개관

이른둥이 조기개입시스템을 통해 장애발생의 위험을 미

연에 방지하고 성인 발달장애로의 심화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인 서초아이발달센터가 

전국 최초로 10월 말 문을 연다.

서초구는 조산아, 저체중아 등의 장애 고위험군·경계성 

아동들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4년부터 ‘이른둥이 조기개입 서비스’를 운영

해 왔다. 

서초아이발달센터는 조기개입서비스를 만 6세까지 단계

적으로 지원하여 고위험군 출생아뿐만 아니라 정상발달

을 이루지 못하는 경계범주 아동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운

영될 예정이다. 유아특수교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사회복지사 등 7명의 아동발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각 분야

별 발달재활 프로그램

을 연계·지원하여 통합

적인 서비스 및 개입방

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사회복지과 

☎02.2155.6656

스마트 모션 센서 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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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소식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

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조사에 참

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200분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을, 우수 리뷰자 20분께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서초구 소식지 만족도  조사  

‘15만개 재활용’ 우산수리센터 무료 수리 인기 

안쓰는 쇼핑백·옷걸이 자원순환가게에 기부하세요 

지난호 독자퀴즈 당첨자 

이재규, 신동준, 박은희, 

우소임, 오현옥, 반철현, 

이문영, 김규한, 김태희, 

이미경

만족도 조사 

바로 가기

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아래 QR코

드를 화면에 담아보세요.(모바일에서

는 QR코드를 클릭하세요)

②  서초구청홈페이지(seocho.go.kr) 메

인화면에 있는 ‘2021 서초구소식지 만

족도 조사’ 배너를 클릭하세요.

참여방법 2가지

고장난 우산이 있다면 서초구 우산수리센터를 

찾아가보자. 우산수리센터는 2003년 전국 최초

로 문을 연 후 총 15만여개 우산에 새 생명을 불

어넣었다. 잠금장치가 고장나거나 우산살이 부

러진 우산 등을 가져오면 누구나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웃을 위한 우산 기증도 가능하

다. 

“나이가 드니 동작이 굼떠 가벼운 우산 고장이 

잦다. 수리를 못해 버리기 일쑤였는데 최근에는 

가까운 우산 수리센터를 알게 돼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라며 우산수리센터를 찾은 양재동에 

사는 최성하씨(68)는 반가움을 나타냈다.

우산수리센터는 자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지

만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일하고 있다. 우

산수리기술을 배워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원재활용도 돕는 친

환경 녹색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

를 거두고 있다.

우산수리센터는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에 위치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기로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운영된다. 양산과 골프우산은 부속품 수급문

제로 수리가 어려우니 사전 연락 후 방문하는게 

좋다. 

문의 사회복지과 ☎02.2155.6664

글 서리풀기자 김수인

자연순환가게는 사용가능한 물품을 재활용하

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다.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 옷걸이, 종이 

및 비닐팩 등 깨끗하고 형태가 변형되지 않은 

것만 모아서 가게에 전달하면 된다. 

서초구는 올해 6월 서초4동, 방배4동, 양재2동 3

개동을 중심으로 주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지

역 내 상점의 자원재사용 실태, 재사용 가능 물

품 등을 조사하여 자원순환가게들을 발굴했다. 

많은 가게들이 자원재사용에 대해 공감하고 참

여하고자 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자원순환가게 발굴을 통해 재

사용 물품들을 전달받아 비용을 절감하고 쓰레

기도 줄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참

여 가게는 세탁소, 음식점, 정육점 등 총 100곳

이며 조사결과 가게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

는 물품은 종이백(53%), 비닐봉투

(17%), 아이스팩(16%), 옷걸이(14%) 

순으로 나타났다. 

100곳의 자원순환가게는 지역주민

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로 제작됐다. 

제작된 지도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볼 수 있다. 

문의 기후환경과 ☎02.2155.6475

글 서리풀기자 이정숙
참여기간 10.1(금)~10.22(금) 

참여대상 서초구민

당첨자 발표 11.3(수) 개별통보(예정)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티콘(200

명), 2만원 상당 상품권(20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전달했다. 교통불

편지역 우면동에 추가노선 투입 요청 등 협의 끝에 

시내(간선)버스 341번의 노선이 우면동까지 연장

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기존 341번 노선은 기·종점이 강남역~하남공영차

고지이었지만 10월 5일부터는 우면동~강동공영차

고지로 변경된다. 우면동 형촌마을에서 회차하며, 

양재역, 강남역, 선릉역, 잠실역 등 주요 지하철역

을 경유해 운행 예정이다. 첫차시간은 오전 4시 30

분, 막차시간은 오후 10시 20분이다.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174

우면동~강남역~잠실역 환승 없이 간다

시내버스 341번 노선 조정

드디어!

앞으로우면동에서강남역(잠실역)까지시내

(파란)버스 타고 환승 없이 한 번에 다닐 수

있다.시내버스 341번이 2021년 10월 5일부터

‘우면동(형촌마을)~강남역~잠실역~강동공영

차고지’로노선조정되어운행개시된다.

우면동 주민들은 지난 8월 우면동을 지나던

3412번 버스노선의 단축과 대체노선 542번

배차간격문제로대중교통이용에큰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서초구는 우면동 버스운행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기간 10.15(금) ~10.29(금)

대상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가정에서 기르는 개

와 고양이 

장소 서초구 지정 동물병원(서초구청 홈페이

지 참조)

접종비 마리당 5000원(소유자 부담)  

※ 약품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능한 조기

에 접종하시기 바라며, 반려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라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 광견병 예방백

신이 지원됩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847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신청기간 ~12.31 

서비스 내용 

•삼성 대화면 스마트폰(A12)

•통화·문자 무제한(데이터 2G)

•요금 : 월 19526원  

 ※ 24개월 약정요금으로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신청방법 삼성디지털플라자 서초본점·방배

점·사당역점 등 34개 지점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어르신께 스마트폰 기

본사용법 교육 지원)

문의 ☎02.120, ☎02.2133.2939, 2943

서초동물사랑센터 펫로스 모임 

대상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경험한 

서초구민

운영기간 10.31~11.21 매주 일 오전 11:00 

신청방법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에서 상

시접수 (선착순)

장소 서초동물사랑센터(양재천로19길 22)

비용 5000원(현장납부)

문의 서초동물사랑센터 ☎02.6956.7980

본 광고는 유료로 게재하는 광고입니다.

서초알림이12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자연을 배우고 느끼는 도시농업지원센터 텃밭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대상 서초구민 누구나

신청방법 10.4(월) 9:00부터 서초구청 홈페이지 행사예약에서 선착순 접수 

※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1인 1강의로 제한합니다. 도시농업지원센

터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공원녹지과 ☎02.2155.6876~7

강좌 내용 일정 장소 모집인원

고추따기 체험 10.16(토) 10:00~12:00
투팜 농장

(내곡동 1-3088)
10가족(30명)

우리집 식물 치료하기

(아픈 식물 가져오기)
10.23(토) 14:00~16:00

도시농업지원센터

(신원동 225)

15명

21년 농사 리뷰, 22년 농사 계획

(농사다이어리 제공)
10.23(토) 10:00~12:00 15명

무 말랭이 만들기
10.30(토) ①10:00~11:00 

         ②11:00~12:00

타임별

10가족(30명)

향기주머니 만들기 11.6(토)  10:00~12:00 8가족(16명)

무 배추 수확체험, 손비누 만들기 11.13(토) 10:00~12:00 8가족(16명)

서초구가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SSG.COM 현직자와 함께하는 청년취업특강

대상 만 19세~34세 취업준비생 일시 10.15(금) 19:00~21:00

내용 SSG.COM (서비스 기획) 현직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취업 노하우와 직무궁금증

신청방법 서초구청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6688

■10월 외국계 기업 취업 아카데미(온라인)  

대상 만 15세~39세 취업준비생 

내용 일시 신청기간

“로레알코리아” 현직자 특강 10.27(수) 14:00~16:00 10.1(금)~10.25(월) 18:00

영문이력서 & Cover Letter 첨삭 10.26(화) 10:00~12:00
10.1(금)~10.14(목) 18:00

영어 인터뷰 1:1컨설팅 10.28(목) 10:00~12:00

신청방법 서초구청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6688 

청년취업특강

외국계기업
취업아카데미

■AI·VR 면접컨설팅관 운영

방법 온라인·오프라인(택1)

• 온라인 : 온라인 체험권 부여(시·공간 제약 없음) 컴퓨터 및 웹캠, 헤드셋 구비 필수

• 오프라인 : 서초구청 8층 아동청년과, 매주 월~금 10:00, 14:00, 16:00 중 택 1

내용

• AI면접 : 직군별 AI역량검사, 인·적성 분석 및 피드백  • VR면접 : VR(가상현실) 모의면접

신청방법 구글폼(QR) 통한 상시접수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8759    

AR·VR면접
컨설팅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입니다. 

학과 실용음악과/미용예술과/ 미디어콘텐츠과/ 캐릭터디자인과/외식조리과/카페베이커리과

모집대상 일반고 2학년 재학중인 고등학생 

구분 날짜 비고

정시모집

원서접수일 11.2.(화)~11.4.(목) 17:00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원서접수, 

학교생활기록부

직접 제출

면접대상자 안내 2021.11.5.(금) 

면접 및 관찰평가 2021.11.8.(월)

합격자 발표일 2021.11.15.(월) 

예비 소집일 2021.12.6.(월) 

문의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02.3488.5232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2022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벌쏘임 시 행동요령
벌쏘임 예방법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종류 자제

•흰색계열의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발견 시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

•벌집 접촉 시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

•벌은 단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탄산음료나 달콤한 음료 자제

•속이 메스껍고 울럼거림,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

•벌 쏘임 시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

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

속히 119신고 후 1시간 내 병원 치료)

벌쏘임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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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기획공연은 취소 및 연기될 수 있으며 일부 공연은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서초 문화 
캘린더

10
October

23 토  

서초문화재단 피아노콘서트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기념>

 반포심산아트홀
 15:00

출연 : 피아노 이기정, 바이올린 최연우,  반도네온 임시내 

전석 7천원  02.3477.2805

26 화  

서초문화원 차이나는 아카데미 
<현대사회와 범죄>

국내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서초문화예술회관  B1르네상스홀

  15:00  02.2155.8607

7 목  

서리풀 악동(樂童)문화공연
(방구석콘서트) 

<라푼젤>

시청방법 : 서초HCN방송(채널1)

 16:00~17:00

또는 ‘서리풀악동문화공연’

유튜브 채널 시청가능

16:00부터 2주간

 02.2155.6709

14 목 

서초문화재단 
힐링 프로젝트

<HELLO>

출연 : W.A. Company

10월 중 서초문화재단

유튜브 업로드 예정 

 02.3477.2805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형태의 변주법 展> 

일시 9.25(토)~10.23(토) 화~일 11:00~19:00 (월

요일, 공휴일 휴관)

기획 오상은

참여작가 노수연, 박정희, 이예빛, 정다솜, 정재

희, 최시원, 홍지안

내용 현대공예 장르를 조형 예술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 

홈페이지 seoripulgallery.com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7.2074

클래식다방 10월 공연

국내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서초문화원의 차이나는 아카데미> 강연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이자 범죄학 박사인 권일용 교수가 ‘현대사회와 

범죄’를 주제로 10월 26일(화) <서초문화원의 차이나는 아카데미>를 진행

한다.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범

죄대처법 등에 대해 청중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거

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

널 ‘서초문화원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문의 서초문화원 ☎02.2155.8607

            ‘서초음악꿈나무 악기교육 아카데미’ 개강

서초구는 만 18세 이하 서초구 거주 청소년에게 기증받은 악기를 나눠주

고 음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초음악꿈나무 악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나눔에만 그치지 않고 악기교육까지 제공해 청소년

들의 음악재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악기를 처음 접하는 20명을 대상으

로 매주 악기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서초교향악단과 

협업하여 ‘서초음악꿈나무 꿈의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02.2155.6202

27 수  

서초문화원

<수요열린음악회>

 반포심산아트홀
 18:00

 02.2155.8607

공연일시 공연장 공연팀

10.7(목)  19:30 클라라

아카데미홀

GS quartet

10.9(토)  17:00 하프앙상블 47  strings~SHE

10.13(수) 19:30
우주인뮤직

유니벌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백우주)10.15(금) 19:30

10.14(목) 19:30
파가니니홀 이지희밴드

10.16(토) 17:00

10.19(화) 19:30
IPAC홀

트리오

10.23(토) 15:00 콰르텟  아인스

10.20(수) 19:30
코스모스아트홀 앙상블 뮤:토

10.27(수) 19:30

10.21(목) 19:30
라라홀 김현일 밴드식스

10.23(토) 17:00

10.28(목) 19:30 콘서트월드
앙상블 MEG & OTIMO

10.30(토) 17:00 그레이스홀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녹화중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서초구청홈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문의 운영사무국 ☎02.745.3880, 서초문화재단 ☎02.3474.2912

28 목  

서리풀 악동(樂童)문화공연(방구석콘서트) 

<어린왕자와바이올린 켜는 장미>

시청방법 : 서초HCN방송(채널1)

 16:00~17:00

또는 ‘서리풀악동문화공연’ 유튜브 채널 시청가능

16:00부터 2주간  02.2155.6709

서초문화원

<시네마콘서트>

 반포심산아트홀
 18:00

  02.2155.8607

29 금  

서초문화재단 렉처 콘서트 

<미리 만나는 클래식 스타>

 반포심산아트홀

 19:30

출연 : 바이올린 손지우, 김주선, 첼로 김정아, 피아노 최윤지 

전석 7천원  02.3477.2805

서리풀 악동(樂童)문화공연
(방구석콘서트) 

<바이러스 어린이특공대>

시청방법 : 서초HCN방송(채널1)

 16:00~17:00

또는 ‘서리풀악동문화공연’

유튜브 채널 시청가능

16:00부터 2주간

 02.2155.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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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플러스센터 10월 강좌 모집 

5060세대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50플러스센터의 유익한 강좌들을

소개합니다. 

서초알림이14

은행열매 수거 즉시처리 서비스 실시 

서초구에서는 은행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

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시민불편이 예

상되는 주요지점부터 낙과 전 조기채취를 시

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10.1(금)~11.30(화)

대상 논현로 등 33개 노선 총 은행나무(암나

무) 총 844주

접수방법 다산콜센터(☎02.120), 상담민원, 전

화민원 등

운영방법 민원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근무

일 기준)

문의 공원녹지과 ☎02.2155.6894, 6863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부과대상 건축물 총 연면적 1000㎡ 이상인 시

설물(주거용 제외, 구분등기인 경우 개인별 

160㎡ 이상 소유 시 부과)

부과대상기간 2020.8.1~2021.7.31(1년)

납부의무자 2021.7.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부과일 10.8 예정(연 1회) 

납부기간 10.16~31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182, 7176, 7188,

7192, 7193

아버지센터 온라인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강좌명   

•커피홈바리스타 3급 자격증강좌

•퇴직연금테크법

•나에게 맞는 자녀와의 갈등해소법

신청방법 아버지센터홈페이지(papa-power.

com) 

※강좌별 세부내용 홈페이지참고 

문의 서초구 아버지센터 ☎02.2155.8399.8400

The 진달래 프로젝트 10월 온라인 프로그램

힐링과 함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The 진달래 프로젝트’ 강좌를 운영합니다.

교육형태 유튜브 실시간 Live 강의 (유튜브 ‘서초평온프로젝트’ 채널)  

신청방법 10.7(목) 18:00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전화접수 등

문의 교육체육과 ☎02.2155.8395

구분 교육명 교육일시

달콤한 교실 불안을 잠재우는 생활 속 마음정리 10.21(목) 14:00~15:00

래(내)일 을 
위한 교실

전문가 같은 동영상 편집 10.13~10.27 
매주 월·수

10:00~12:00

도전! 유튜브 크리에이터 13:00~15:00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소규모 자소서 교실
10.15(금)

14:00~15:00

합격을 부르는 보이스 면접 스피치 15:00~16:00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무료 두뇌발달 검사, 직업체험 등 알찬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접수방법 서초구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eochoedu.or.kr)접수 

프로그램 일시 접수기간 장소

서리풀 하이-브레인(초등생 대상) 원하는 시간 선택 10.19(화)부터 선착순 권역별교육지원센터

폴리아티스트&일러스트레이터
직업인 체험 (실시간 유튜브)

10.2(토)
10:00~11:50

선착순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02.574.0304

학부모 프리미엄 특강 릴레이
10.16~12.4 매주 토
10:00~12:00(8강) 

선착순
서초교육지원센터
☎02.588.2589

본 광고는 유료로 게재하는 광고입니다.

대상 50+세대 (만 50세~64세)

신청방법 서초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50plus.or.kr/sch)

문의 서초50플러스센터 ☎02.579.5060   

강좌명 접수기간 강의일정 수강료

만보로 통하는 서초구 역사이야기 : 향토사를 만나다 ~10.7(목) 10.13~11.24 매주 수 3만5000원

(토퍼강좌) 혹시 10월생이신가요? ~10.4(월) 10.7~10.28 매주 목 2만원

3D펜 원데이클래스 ‘조명 볼’ ~10.22(금) 10.27(수) 1만원

컴퓨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초반) ~10.8(금) 10.12~10.26 매주 화 5000원

STEP BY STEP 스마트폰 따라잡기 ~10.13(수) 10.15~10.29 매주 금 5000원

그림책으로 감정을 토닥토닥 시즌2 (온라인) ~10.12(화) 10.14~11.4 매주 목 1만원

서리풀50+사회공헌아카데미 (온라인) ~10.15(금) 10.18(월) / 10.19(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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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엔 암 검진 받고 건강 챙기세요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

릴 확률은 37.4%로 높은 편이라고 한다. 암은 

특히 발병 초기 별다른 증세가 없어 치료시

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많은 비용과 

육체적 고통이 따를 뿐만 아니라 사망률 또

한 매우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암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

견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시

기를 놓치기 전 반드시 검진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매년 연말은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10월 중까지 검진을 받아 건강하고 행

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며, 암 검진과 관련

된 추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에 접속하여 건강iN, 검진기관/병

원 찾기로  들어가 찾거나 모바일 앱(The 건

강보험),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021년 서초 좋은부모 키움학교 

대상 서초구민 중 초등학교 입학예정의 자녀를 

둔 예비학부모 

비용 무료

교육방법 노트북,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

교육

일시 10.12(화), 10.14(목), 10.19(화), 10.21(목) 

▶총 4회 참여필수

방법 전화접수 ☎02.2155.8217 

신청인원 선착순 40명 모집

문의 서초구보건소 ☎02.2155.8217, 8215

무료 마음건강상담 받으세요 

대상 서초구민 이용시간 평일 9:00~18:00

내용

•심리적 어려움 또는 정신과적 문제 상담(우울,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 코로나우울, 정신질환 등) 

•정신장애인일 경우, 센터 회원 등록 후 지속 사

례관리(상담, 증상 및 약물관리, 주간재활프로그

램 제공)

방법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평가상담(내소상담 1

회/예약제)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상담(내소 또는 전화)

문의 마음건강센터 ☎02.2155.8215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의 주민 중 의료

급여수급권자 1, 2종인 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내용 

•알레르기 질환 확진 검사비(채혈검사, 폐기능 

검사 등)

•아토피 천식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지원금액 1인 최대 20만원/10명

구비서류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시 작

성), 상병코드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가 기

재된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1부, 건강보

험증(의료급여증), 가족관계증명서, 약제비 영수

증,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02.2155.8370 문의 후 예약방문(예약

제 운영)

지원절차 방문접수 및 등록→지원신청서 작성→

심사 및 지급 

비대면 유아간식 쿠킹클래스교육

대상인원 각 수업 당 30명

교육내용

일정 대상 내용

1강 (10/14)
(10월 3째주 

목요일)

영유아
(영유아 12~
24개월 부모)

아이와 함께하는 푸드
브릿지 식품탐색 교육

아이와 함께 만드는 유
아간식 교육

2강 (10/21)
(10월 4째주 

목요일)

유아
(영아 24개월~
만5세 부모)

교육안내 각 가정에 밀키트 발송 후 강의 날 교육 

청강 후 자유롭게 아이와 요리만들기

교육방법 노트북,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

교육

신청방법 건강부모e-음(parents.seocho.go.kr) 

10.1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영양키움방

☎02.2155.7583

실습용 마네킹으로 집에서 배우는, 
서초구 비대면 응급처치교육 운영

대상 서초구민 및 직장인(초등학생 교육 시, 부모 

1인 포함)  ※법정교육 이수 미인정

교육방법 실시간 ZOOM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비

대면 교육 - 교육신청 후 집으로 교육용 마네킹을 

배송·수거  

교육기간 10.6(수)~12.11(토)

신청기간 9.15(수)~교육일 1주일 전(선착순 30명)

교육일시 및 내용

일정 시간 내용 교육인원

1·3째주 
수요일

14:00~16:00
(2시간)

*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론 및 
실습 등

30명
2·4째주 
토요일

10:00~12:00
(2시간)

신청방법 대한응급처치교육원(gocpr.org) 접수

교육비용 무료(서초구 보건소 지원) 

※ 교육 후 설문조사 참여 필수

문의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55.8049 

교육기관 대한응급처치교육원 ☎010.5342.5135

※ 암 검진 실시 주기 안내

구분 대상 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상·하반기 

각 1회)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 만 54~74세 고위험군 2년

10월, 11월 비대면 건강교실 

대상 고혈압, 당뇨 관리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일시  내용

10.6~10.27 매주 수
15:00~16:30 

고혈압교실-
질환,영양,운동관리

11.3~11.24 매주 수 
15:00~16:30 

당뇨교실-
질환,영양,운동관리

신청방법 방문 접수, 건강부모e음 

문의 방배보건지소 ☎02.2155.8155

‘코스모스와 함께 양재천 따라 걷기’ 

10월 걷기이벤트 참여하세요

대상 서초구민 및 관내 직장인

일시 10.1(금)~10.11(월) 

내용 이벤트 목표 달성 시 추첨을 통해 

홈트레이닝용품 증정

참여방법 

아래 미션 완료 후 ‘서초구보건소 체력진단실’ 

카카오채널에 채팅 전송

1.  걷기 어플을 이용해 이벤트 기간 동안 누적 

10만보 이상의 걸음수를 스크린 캡처하기

2.  양재천 근린공원 방문하여 코스모스 배경 

으로 셀카 찍기

참고사항 

1.  1일 최대 인정 걸음 수는 15000보로 제한 

됩니다.

2.  참여인원 중 120명을 추첨하여 홈트레이닝 

용품 택배발송 예정입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포스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 서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체력진단실

☎02.2155.8083, 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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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독감예방접종  받고  건강하게  겨울나세요! 

      

      

      

     

      

    

    

     

      

      

     

       

   

가을 서초 전경이 한눈에

서리풀공원 장애물 없는 산책길 

서리풀터널 개통 이후 정보사 부지로 막혀있던 서리풀공원도 큰 변화

를 맞았다. 서초역-내방역을 잇는 구간에 고령자와 장애인 등 누구나 불

편함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산책로가 만들어졌다. 산책길 곳

곳에는 벚꽃, 산수유 등을 식재하여 계절별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고 공원 정상에는 전망대와 정자를 설치해 탁 트인 

서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2022년까지 서래마을 측 진입

로-몽마르뜨 공원입구-서리풀공

원 정상까지 장애물 없는 산책로

가 이어진다고 하니 더욱 반갑다. 

문의 공원녹지과 ☎02.2155.6883

글 서리풀기자 김수인  

반포천  걸으며  ‘가을’을  만나보세요

대  상  접종기간

어린이
(2008.1.1~2021.8.31 출생자)

2회 접종대상자 21. 9.14(화)~22.4.30(토)

1회 접종대상자 21.10.14(목)~22.2.28(월)

임신부 임신주수 상관 없음 21.9.14(화)~22.4.30(토)

어르신
(1956.12.31 이전 출생자)

만 75세 이상 21.10.12(화)~22.2.28(월)

만 70~74세 21.10.18(월)~22.2.28(월)

만 65~69세 21.10.21(목)~22.2.28(월)

서초구 자체접종
(만14~6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자

21.10.28(목)~21.12.17(금)

2021~2022 독감예방접종 일정

문의 서초구보건소 ☎02.2155.5494~7

마음 울리는 수필 읽으며 감성충전

반포천 피천득 산책길

산책로 곳곳에 쓰여진 피천득 선생의 수필 문구가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산책로다. 수필가 피천득 선생은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반포주공아파

트에 살며 반포천 뚝방길을 즐겨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산책로 입구에는 ‘인연’ 등 피천득 선생의 대표작품을 형상화한 조

형물과 피천득 선생의 노년을 형상화한 청동좌상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반포천 산책로인 만큼 서초구는 더욱 안전하

고 걷기 좋게 가꾸어 갈 예정이다. 반포천1교 하부에는 산책로와 이어지

는 데크형 계단을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국지성 호우로 

인해 반포천 수위가 급상승 할 경우 대피 통로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질

적인 문제로 꼽히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분수대, 루미나이트 등 탈취시

설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의 물관리과 ☎02.2155.7154

피천득길 잘 정비된 반포천변 산책로

서리풀공원 정상 전망대

9월 1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

부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접종이 시작됐다.

올해 무료 독감 접종 특이사항은 14~18세

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무료 대상이 아

니라는 점이다. 독감 접종은 동네 병·의원

이나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이외 위탁의료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같이 맞아도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능한

다른 팔에 맞을 것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정상 가능하다면 두 백신 접종 사이에

며칠간격을두는것을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