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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초실내악축제>에 참가한 Sourire Qua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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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악기거리 등

곳곳에서 공연 펼쳐져

다시 만난 일상에 

작은 즐거움 선사

서리풀악기거리 등

특집 특집

서리풀악기거리는?

서초실내악축제, 클래식 다방 등 다시 열리는 음악공연과 

함께 서리풀악기거리도 활기를 띄고 있다.  서리풀악기거

리는 ‘서초음악문화지구’(반포대로~예술의 전당 일대)의 

새로운 이름으로 178여곳의 소공연장, 악기공방과 상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클래식 특화거리다.

1988년 예술의전당이 들어선 후 국립국악원·한국예술종

합학교 등이 자리 잡으면서 연주자와 관련 전공자들이 

몰렸고 공연시설과 상점·공방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클래식 음악문화의 중심지가 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자 지난 2018년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공연과 

악기 전시회, 악기 공방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들

이 진행되고 있다. 

신중 초등학교를 출발점으로 악기거리를 걸으면 주변에 

많은 악기점들과 레슨실, 연습실 등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음악회나 연주회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있다. 예술적 

감각으로 지어진 건물들, 은은한 악기 소리, 현악기를 둘

러멘 청년들과 마주 치노라면 마치 유럽의 어느 작은 음

악도시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클래식 다방’은 서리풀악기거리 내 공연장 활성화

를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악기거리 내 소규모 

공연장과 문화예술인들을 연계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옛날 음악공연이 열리던 음악다방을 연상케 하는 

‘클래식 다방’의 명칭은 클래식 음악을 다양한 방

법으로 즐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클래식 공연은 

어렵고 비싸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클래식 음

악을 메인으로 한 현악 · 관악, 앙상블, 재즈, 탱고, 

성악, 영화음악, 월드뮤직 등 다양한 기획 공연이 

열린다. 무료 또는 1만원(구민 5천원) 남짓한 저렴

한 비용으로 곡에 얽힌 재미있는 해설도 듣고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올해 클래식 다방은 7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초음악문화

지구 홈페이지를 통해 6월말부터 예매할 수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02.2155.6202

부담 없이 만나는 클래식
클래식 다방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던 다양한 공연들이 다시 돌아왔다. 서초구는 일상회복 추

세에 맞춰 서초실내악축제, 클래식 다방,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인

이 참여하는 공연을 연중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주민들에게 설렘과 감동을 선사

했던 서초구의 대표 축제 서리풀페스티벌도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호기심 자극하는 생생한 악기체험

클래식 악기 탐구생활

‘클래식악기 탐구생활’은 서리풀 악기거리 내 위치한 악

기 공방과 악기 상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다. 초등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 공연과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자 아이들의 눈높이

에 맞춰 기획된 프로그램은 소리탐구, 종류탐구, 제작탐

구 3단계로 나뉘며 총 2시간동안 진행된다. ‘소리탐구’ 

시간에는 클래식 공연을 가까이서 관람하고  ‘종류탐구’ 

시간에는 악기 전문가와 서리풀악기거리 내 상점을 탐

방하며 다양한 클래식 악기를 직접 접해 볼 수 있다. 마

지막 세번째 ‘클래식악기 제작탐구’에서는 악기장인과 

함께 바이올린과 활 제작을 체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악기공방 체험을 위한 

앞치마, 팔토시 및 에코백 등을 증정한다.

올해 ‘클래식악기 탐구생활’은 방학시즌에 맞춰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6월 7일부터 서초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02.2155.6202

클래식 음악 메카, 서리풀악기거리도 기지개 

꿈의 피아노가 한자리에

스타인웨이 갤러리 

피아노 연주자들과 클래식음악 매니아 

층에게 꿈의 피아노로 불리는 스타인웨

이 피아노. 뛰어난 음질을 자랑하는 여

러 종류의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만나

볼 수 있는 갤러리다. 전시장과 매장 외

에도 연습실과 홀도 운영하고 있다. 피

아노뿐 아니라 세계적인 일류 브랜드의 

관현악기, 오르간, 타악기, 전자악기 등 

12,000여개의 악기와 부품을 전시, 판

매하고 있다.

위치 반포대로 25  

문의 ☎02.3472.8852

국악과 사랑에 빠지는 곳

국악박물관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박물관으로 고대 

악기와 악보, 악서, 복식 등을 상설 전시 

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전시

해설 프로그램, 외국인을 위한 국악 프

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위치 남부순환로 2364   

문의 ☎02.580.3130

국내 최고의 음악전문서점

음악플러스

국내 최대 수량의 클래식 음악 악보와 

책을 보유한 음악전문 서점이다. 대형서

점에서도 찾기 힘든 해외 출판사들의 악

보와 희귀 악보를 구할 수 있어 음악인

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위치 남부순환로317길 82-4 

문의 ☎02.2055.2531

공연의 낭만, 3년 만에 다시 흐른다 

글 서리풀기자 김수인

지친 일상에 쉼표 찍기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는 공원, 광장, 거리 등 서

초 전역을 무대로 삼아 열리는 작은 음악회다. 클

래식에 국한되지 않는 재즈, K-pop, 국악 등 다양

한 장르의 음악을 야외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다.

2018년 청년예술인들에게 더욱 많은 공연 기회

를 주기 위해 시작된 꽃자리콘서트는 올해로 5년

째를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

지만 지난해까지 총 280개팀 1078명이 참여했

다. 매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청년예술인들을 선

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팀에게는 무대 · 음향장비

와 팀당 최대 80만원의 공연료가 지원된다. 

주로 정오에 열리는 꽃자리콘서트는 지역 주민들

과 점심시간 회사 밖으로 나온 인근 직장인들에

게 단비 같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꽃자리콘서트 일정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02.2155.8311

6월 꽃자리콘서트 일정 

6.3(금) 양재천 수변무대 밴드라카포

6.8(수) 신중어린이공원 주노가

6.10(금) 양재천 수변무대 미정 

6.15(수) 파리15구공원 네살차이

6.17(금) 영동2교 레인보우

6.21(화) 신중어린이공원 소담

6.22(수) 파리15구공원 아코디엠

6.23(목) 방배뒷벌어린이공원 n.r.p

6.24(금) 양재천 수변무대 소유

6.29(수) 파리15구공원 클리어사운드

※ 공연 시작시간은 12:00 로 동일합니다. 

VIP처럼 즐기는 나를 위한 공연
서초실내악축제

‘서초실내악축제’는 서리풀악기거리 등 지역 곳곳에 

위치한 소공연장을 활용, 청년예술인들이 다양한 

실내악 공연을 펼치는 릴레이 형식의 콘서트다.

대형 콘서트 홀이 아닌 작은 공연장에서 열리는 만

큼 연주자들을 더욱 가까이 볼 수 있고, 더욱 생생

한 음감을 느낄 수 있다. 소수의 관객들과 함께 오

붓하게 감상하다 보면 마치 VIP석에 앉아 나만을 

위한 공연이 펼쳐지는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서초실내악축제는 관객들 뿐만 아니라 연주자

로 무대에 오르는 청년 예술인들에게도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선정된 팀에게는 공연 기회와 최대 

120만원의 공연료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올해 4

월 실시한 서초실내악축제 청년예술인 공모에는 

총 198팀이 응모해 청년예술인들의 뜨거운 관심

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서초실내악축제 참여 청년예술인들

이 합동으로 오케스트라를 꾸려 보다 큰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초실내악축제는 올해 11

월까지 이어진다.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2면, 상단 QR코드 스캔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문의  서초실내악축제 운영사무국  

☎02.6094.1002

qr 삽입예정

6월 서초실내악축제 일정 

6.2(목)
아이노스  
아트홀

베어콰르텟

6.3(금) La vie en String Quartet

6.9(목) 리에또

6.15(수)

뮤진홀

PaDO Brass Quintet

6.16(목) ㈜클래식아츠

6.17(금) 앙상블 Q

6.22(수)

스튜디오  
메리

플룩스 앙상블 

6.23(목) Bello Trio

6.24(금) 듀꼬르 호른앙상블

6.29(수) 코리아 바순 솔리스트 앙상블

6.30(목) 앙상블 리얼릭 (Ensemble Realrec)

※ 공연 시작시간은 19:30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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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초등학교
피아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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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나 취업준비, 연습, 모임 등 각각의 이유로 장소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비용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소개한다. 

댄스 스튜디오+
전면 거울 ‘스마트 미러’를 갖춰 아이돌 댄스 영상 등을 틀어놓고 춤을 따라 추며 연습이 가능하다. 녹화

기능이 있어 연습 후 동영상을 보며 동작 교정, 또는 SNS에 업로드 할 수 있다. 시간당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멀티 스튜디오 
1인 방송에 최적화된 스튜디오로 삼각대, 조명, 크로마키,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다. 최대 5인까지 사

용할 수 있으며, 1시간 기준 3만 3000원에 이용 할 수 있다. 

메타버스 스튜디오 
크로마키 배경에 스튜디오, 무대 세트 등 가상 배경을 입혀 이를 메타버스 환경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또한 아나운서, 쇼호스트 등의 직업 체험도 가능하다. ‘부캐’를 만들거나 독특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

들고 싶다면 이용해보자. 최대 5인까지 수용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3만 3000원이다. 

스마트홀 
가로 길이 10m 대형 실감 미디어 스크린을 갖춘 대강당이다. 연결된 키오스크나 컴퓨터로 숲, 바

다, 우주와 같은 모드를 설정하면 그에 맞는 시각적 화면과 배경음악이 나온다. 스크린에는 동작인

식 센서가 있어 손을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최대 50명까지 수용할 수 있

으며 3시간 기준 30만원에 대관 가능하다. 

강의실 
창작공간 뿐만 아니라 8명부터 최대 1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3시간 

기준 5만원~8만원 선이며, 스마트칠판과 이동식 TV도 추가요금을 내면 대여할 수 있다.

서초스마트유스센터
끼 많은 MZ 세대 사로잡는다

끼 많은 MZ세대들이 마음껏 개성 표현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이 있다. 올해 1월 문을 

연 서초스마트유스센터다. 건물 전체 리모델링으로 개방감 있는 인테리어와 최신 스마

트 장비들을 곳곳에 갖춘 ‘힙’하고 ‘핫’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이 매력적인 공간을 창작활

동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할 수 있다. 청소년(만24세)까지는 대관료 50% 감면 혜

택도 제공된다. 

디지털부스는 서초구가 만든 1~2인용 화상회의 공간이다. 내부에 모니

터, 웹캠(스피커 및 마이크 겸용), 스마트폰 미러링 케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화상회의 뿐 아니라 직접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거나 들을 수 있다. 여

성가족플라자(서초·잠원·방배)와 양재도서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방배

열린문화센터, 반포·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다. 주민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현장 또는 서초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운영시간 각 시설 운영시간과 동일 

문의 스마트도시과 ☎02.2155.8852

온라인강의�화상회의에 적격

서초디지털부스

지난해 10월, 고속터미널 역사 안에 문을 연 ‘서초오랑’은 청년들을 위한 

소통 · 지원 공간이다. 상주하는 청년지원매니저들에게 취업·진로, 창업, 

주거, 마음건강, 생활지원 등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맞춤형 정책

과 각종 혜택 정보들을 제공한다. 

서초오랑은 자유로운 소통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오픈 라운지와 스

터디룸, 보이는 라디오 진행 · 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팟캐스트룸, 온

라인 면접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AI면접실, 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간단한 복사와 출력을 할 수 있는 O.A존과 커피머신 · 전자레인지 · 휴대용 

인덕션 · 에어프라이어 · 냉장고가 구비된 공유주방도 마련되어있다. 

서초오랑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 

가능하며 멤버십 가입 시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간 대관 이

용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위치 고속터미널역사 지하 1층, 3,4번 출구 방면 개찰구 옆

운영시간 월~금 10:00~22:00, 토 10:00~17:00 (일·공휴일 휴관)

문의 서초오랑 ☎1877.4508

청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서초오랑

교육, 상담 및 최신 창업정보 습득은 물론 필요한 공간대여까지 창업 과정

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코칭을 도와줄 창업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 1:1 기초 컨설팅,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률·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

별 1:1 전문컨설팅을 도와준다. 

창업활동에 필요한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1인 오피스, 행사 진행이 가능

한 홀, 제품 촬영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빌릴 수 

있다. 창업관련 각종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간 대관은 홈

페이지에서 멤버십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위치 교대역 13번 출구 대합실 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 10:00~18:00 (일·공휴일 휴관) 

문의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070.4185.5491

나만의 오피스가 필요하다면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여기 어때?’ 청년들을 위한 오픈 공간

위치 반포대로 57(남부터미널역 6번출구, 서초역 3번출구 이용) 

운영시간 월~토 9:00~22:00, 일 10:00~18:00

홈페이지 scy.or.kr 

문의 서초스마트유스센터 ☎02.3486.1318

방치된 예술의 전당앞 지하보도를 활용해 탄

생한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는 청년시각예술

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주민들을 위해 다양

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매년 가을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전시할 청년 예술인(개인·

단체)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시 전시공간

과 포스터·홍보물 디자인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부대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위치 남부순환로 323길 1,  

예술의전당 앞 지하보도 

운영시간 화~토 11:00~19:00  

(월 ·공휴일 휴관) 

문의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02.3477.2074

전시공간과 홍보까지 

한번에 해결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카페는 너무 시끄럽고, 도서관은 사람이 너무 많아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

다면 우면산독서실은 어떨까. 칸막이 책상이 있는 열람실을 매달 청소년

은 2만원, 성인은 4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6월 21일 화

요일부터 7월 정기석 이용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우면산독서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위치 서초중앙로 15, 현대슈퍼빌 상가 2~3층 

운영시간 매일 8:00~23:00 (정기휴관일 제외) 

문의 우면산독서실 ☎02.6952.1318

조용하고 저렴한 스터디 공간 

우면산독서실

서초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

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음향장비

와 그랜드피아노, 드럼, 보면대, 의자 등을 구

비해 연습과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합주실, 

대형 테이블을 갖춘 커뮤니티실을 무료로 빌

릴 수 있다. 대관 신청은 서리풀악기거리 홈페

이지에서 하면 된다.  

위치 반포대로 58,  

서초아트자이 104동 상가 3층 

문의 서리풀청년아트센터 

☎02.3474.2911~2 

그랜드피아노 갖춘 

연습실이 무료!

서리풀청년아트센터

※ QR코드를 스캔하면 각 시설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글 서리풀기자 김인혜 



06 2022.06 07의회 종합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평소 궁금했던 의회의 모습을 만나보세요.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강릉 조그마한 면 소재지 출신으로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현재는 대한민

국 6.25참전유공자회 서초구지회 회장을 맡

고 있습니다.

어떻게 6.25에 참전하게 되셨나요?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학교를 못 다니

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네 이장님이 친

구와 나를 군대에 인계하셨어요.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소년병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전투에 바로 투입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6.25 전쟁의 격전지인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 

전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국군 수도

사단에 배치되어 향로봉 탈환 작전에 투입되

었습니다. 처음엔 탄약을 짊어지고 전방에 올

라가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이 전투로 우

리 국군이 주요 고지를 다 확보하게 되어서 임

무를 완수했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역시 아직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더

욱이 나라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철저한 

훈련으로 항상 전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보훈 정책은? 

매년 서초구 보훈단체에게 전적지순례를 다

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마음

에 듭니다. 전적지들을 다녀옴으로써 보훈단

체 회원들끼리 의기도 투합 되고, 안보의식

도 고취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주는 서초구

청에게 매번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서초구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만, 고령의 어

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과 보훈단체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후손들이 참전용

사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을 기억해줬

으면 해요.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일에 자부

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에 부름에 응해 병

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길 바랍니다.

제8대 서초구의회 4년의 기록

“기본이 바로 선,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4년의 성과

다가오는 6월 30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제8대 서초구의회(의장 김익태)는 

지난 4년 동안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

를 보여주었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 특별위원회, 사무감사 등을 포함하여 총 486회 회의 

개최를 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조례·규칙안, 예산·결산안, 동의안 등 521건

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 중 의원발의조례는 총 199건으로 그 중 181건이 

처리되었다. 

서초구의회 의원은 지역현안 등 중요한 사안이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5분자유발언을 48회 진행하였으

며, 집행기관의 정책 수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구정질문 및 긴급현

안질문을 28회 진행하였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행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

뿐만 아니라 구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는 등 지역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실

현하였다.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서초구의회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서초구의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 먼저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

을 위해 서초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초구

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인 정책지원 전

문인력 도입을 위해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팀장과 정

책지원관 4명 등 우수한 인재를 채용했다. 정책지원팀은 양질의 조례·정책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6월 1일부터 본

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 또한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위해 정례회 운영에 대한 집회일, 정족수 

등을 조례규칙에 위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다. 

▶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

련되었다. 의원의 징계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와 위원회의 심의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앞으로도 서초구의회는 40만 구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도약의 주체가 되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dc.seoul.kr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qr 삽입예정

우리 동의 의원은 누구인가요?

‘의원광장-현역의원’으로 들어가시면 

서초구의회 의원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구 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을 제·

개정하고 서초구의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

한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복리 증진

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의원에게 우리지역의  

문제를 전하고 싶어요.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방법은 2가지

가 있습니다.

➊ 의회에 바란다 : ‘참여마당-의회에바

란다’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하

시면 의원 및 유관부서 검토 후 답변

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➋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참여마당-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제보하실 사

항을 등록하시면 매년 1회 개최되는 

서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문

제점을 보완·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 의원이 면밀히 해당 사안을 

확인합니다.서초구의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인터넷방송-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을 통해 본회의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며, ‘회

의록-최근회의록’에서 회의진행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전일 18시까

지 의회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현장에서 회의 방청도 가능합니다. 회의 방청 관

련 내용은 ‘참여마당-방청관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유일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가족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서초구는 각종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를  

위한 복지수당을 작년에 신설하여 매월 7만원씩 위

문금을 지급중이다. 올해에는 보훈단체 회원 위문금

을 전년대비 2만원 인상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사

망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에 상이

(전.공상)군경 등 기존 제외대상까지 포함하였다. 또

한 기초생활수급자 보훈위문금도 기존 회당 20만원

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각 보훈수당은 거주

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서초구는 앞

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예우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고민하여 노고에 보답할 예정이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55.6640

보훈가족 위한 
서초구의 예우정책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코로나19

로 지친 보훈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초구가 

보훈단체들의 전적지 순례를 지원한다. 지난 5월 17

일에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초구지회에서 충남 백

화산 추모탑과 서천 기벌포 전투 전적지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렸다. 앞으로 6.25참

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등에서도 순

례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55.6622

인터뷰

6월 호국보훈의 달

6.25참전유공자회 

서초구지회장 

김재권 어르신 

매년 보훈단체 지원하는 서초구에 감사

국가를 지키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 가지길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초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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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대비해요폭염과 장마

빗물받이·하수도 준설

장마철 침수와 악취 없는 서초를 위해 서초

구가 빗물받이와 하수도에 대한 집중 준설

을 시행했다. 빗물받이에는 담배꽁초 등 쓰

레기와 낙엽이 그대로 쌓여져 있는 곳이 많

아 이를 치우고 물이 흐를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배동, 양재동 등 주택가와 

강남역, 교대역 등 상가밀집지역의 하수관

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악취 원인을 선제적으

로 제거했다.  이번 물청소는 겨울철 사용한 

제설용 염화칼슘 등 하수관로 내 잔재물까지 

제거하여 반포천, 양재천의 하천 수질 오염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물관리과 ☎02.2155.7136

한강 육갑문 점검

여름 장마철 수해 대비를 위한 관내 육갑문

(수문) 3곳에 대한 시운전 점검이 지난달 4일 

시행됐다. 육갑문은 한강공원 나들목에 설

치된 수문시설로 우기철에 한강물이 도심지

로 범람하지 않도록 나들목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수해예방 시설이다. 

서초구는 매년 4,5월 한강나들목에 설치되

어 있는 육갑문 3곳(반포육갑문, 잠원육갑

문, 신잠원육갑문)을 사전 점검해오고 있으

며, 올해도 명예관리자 등 시민과 함께 수해

예방시설 점검으로 안전한 장마철을 대비하

였다.

문의 물관리과 ☎02.2155.7314

초여름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이다.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여름을 대비해 서초구가 준비한 안전한 여름나기 대책들을 살펴보자. 

서리풀 원두막 확대 운영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횡단보도 앞 그늘막 ‘서리풀원두막’이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 

속에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서초구가 운영하는 서리풀

원두막은 총 212곳으로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주요 길목 

178곳, 이면도로 주요 장소에는 미니 서리풀

원두막을 34곳에 설치했다. 나아

가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장소

에 원두막을 신설할 예정이다.

문의 안전도시과 ☎02.2155.6099

서초 에코쉼터 운영

여름철 더위를 피할 곳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냉방기, 

공기청정기, 에어커튼 등을 구비한 소규모 공간 서초 

에코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쉼터 내부에는 IoT 공

기살균기, 자동체온측정기 등 폭염 대비 물품이 비치

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설

치 장소는 뒷벌 · 상명달 · 청두 · 주홍 어린이공원, 양

재천근린공원 등으로 특히 열사병 등에 취약한 어린

이와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스마트도시과 ☎02.2155.8850

모기보안관 활동 재개

모기 없는 서초를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모기보안관

이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각동 주민센터에서 선발된 

모기보안관은 총 121명으로 지난달 16일부터 활동 

중이다. 이들은 동별로 민원다발지역 및 차량방역이 

어려운 지역 내 어린이공원, 주택가 하수구, 공원 등 

사각지대에 주2회 이상 방역 활동을 펼친다. 여름철 

모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모기보안관

은 오는 10월까지 방역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건강정책과 ☎02.2155.8091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여름철 냉방비로 고민할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접수중이다. 에너지

바우처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LPG 등을 구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

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를 포함하는 가구

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10만 3500원)에서 최대 4인(20만 9500원)까

지이며 올해 12월 3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기후환경과 ☎02.2155.6471

공원·등산로 해충기피제 설치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서리풀공원·몽마르뜨공원 등 공원과 우면산 · 청계산 등 등산로 입구에 설

치된 해충기피제가 여름철 모기와 진드기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분사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팔, 다리 및 옷과 신발 등에 20cm 거리로 1~2회 분무하면 된다.

문의 건강정책과 ☎02.2155.8091

설치현황

공원(산) 설치장소

몽마르뜨공원 몽마르뜨공원 삼거리

서리풀공원

무장애 벚꽃길 입구

청권사 입구

방배e편한세상아파트 101동 옆

황실자이아파트 101동 뒤

방배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입구

말죽거리공원 양재고 뒤 등산로 입구

우면산

서초약수터 입구

신동아럭스빌 건너편 입구

래미안 방배아트힐 건너편

대성사 입구

청계산 원터골 등산로 입구

‘오래살고 볼일이다’ 

안전한 여름을 위한 
체크리스트 5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뜨거운 음식 및 과식, 

술과 카페인 음료는 

피합니다.

가장 더운 낮12시~

오후5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여름이 성큼~”

어르신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및 보호자들을 위한 어르신 무

더위쉼터가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서

초구 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각 동주민센터 등 총 

92곳이 지정되어 평일 9~18시까지 더위에 지친 주민

들의 휴식처가 되어준다. 

특히 연장쉼터로 지정된 18개 동주민센터 및 노인복

지관 3개소는 폭염특보 발령시 오후 9시까지(주말·휴

일 13~17시, 폭염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등 탄력운영) 

운영해 폭염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한다. 누구나 이

용할 수 있는 야외 무더위쉼터는 7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기존 4개소에서 총 6개소

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어르신행복과 ☎02.2155.8866, 안전도시과 ☎02.2155.7104

내곡느티나무쉼터

양재천 근린공원 무더위 쉼터(운영 예정)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횡단보도 앞 그늘막 ‘서리풀원두막’이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 

속에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서초구가 운영하는 서리풀

원두막은 총 212곳으로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주요 길목 

178곳, 이면도로 주요 장소에는 미니 서리풀

원두막을 34곳에 설치했다. 나아

가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장소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장소

에 원두막을 신설할 예정이다.

 안전도시과 ☎02.2155.6099

여름철 더위를 피할 곳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냉방기, 

공기청정기, 에어커튼 등을 구비한 소규모 공간 서초 

에코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쉼터 내부에는 IoT 공

기살균기, 자동체온측정기 등 폭염 대비 물품이 비치

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설

치 장소는 뒷벌 · 상명달 · 청두 · 주홍 어린이공원, 양

재천근린공원 등으로 특히 열사병 등에 취약한 어린재천근린공원 등으로 특히 열사병 등에 취약한 어린

이와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와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쾌적하고 수해없는 
서초 만들어요

기획기획

qr 삽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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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10면 공사장

10면 출생신고

11면 반딧불

15면 
포스트코비드

12면 전통장 14면 상단

15면 상단

종합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벽돌잔재, 타일조각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보수 공사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대 7~8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고는 모바일 앱 ‘빼기’에

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서초구청 청소행정과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다. 

앱을 통한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배출 예정일 1~3일 전 배출자 정보와 폐기

물 품목, 배출 장소 및 일시를 입력하면 된다.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그동안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각돼온 폐기물의 재활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청소행정과 ☎02.2155.6751 

내가 힘들거나, 어려운 이웃 발견하면 카카오톡으로 SOS

더 간편해졌다! 
민원신청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손쉽게 위기가구 신고

‘서울복지포털’과 

‘서초누비단’에 요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당사자는 물론 이

웃이나 복지상담 기관 등에서 위기가구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채널

이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지난달 운

영을 시작했다.

신청자는 본인�이웃�기관 중 하나를 선택 후 신청자 

기본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생계, 식사, 주거, 의

료 등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지원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복지도움 건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가 결정된다. 신청자에게는 처리 

단계에 따라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서

울복지포털 내 복지내역 확인에서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초구는 2017년부터 접근이 쉽고 이용이 간

편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서초누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초누비단은 서초 곳곳을 누비며 지역의 어

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는 구성원으로 복지와 이웃

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서초누비단에는 77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카카

오톡으로 신고한다. 신고내용은 바로 접수 되며, 해

당 동으로 연계하여 현장 확인 후 맞춤형 복지급여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초누비단 관리자는 복지사업 관련 정보와 사각

지대 미담사례 등을 월 2회 이상 채널 구독자에게 

메시지 톡을 통해 발송한다. 많은 주민들이 메시지

를 통해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

고하는 사례도 생기는 만큼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

신고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55.8341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어플로도 OK

맞벌이�아이돌봄 등으로 바쁜 부모들을 위해 도입

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

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

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서를 제

출하면 해당 관서로 접수되어 처리가 가능하다. 단,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출

생정보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야 한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로 해야 과

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서초구의 온라인 출

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의 수는 서울성모병원을 포

함 총 4개로 앞으로 점차 그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문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899.2732

출생신고  
홈페이지도 가능

qr 삽입예정

qr 삽입예정

qr 삽입예정 qr 삽입예정

동네소식

서초구 반딧불센터(총9곳)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반딧불센터는 다

세대·다가구가 많은 일반 주택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한다. 공구은행, 무인

택배서비스, 공동육아·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공구은행에서는 집수리 등이 필요한 주민들에

게 전동드릴 등의 생활 공구를 빌려준다. 무인

택배함은 부재중 택배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

을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공동육아 공간

에는 영유아 가족들을 위해 장난감과 책이 구

비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들을 위

한 모임·학습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초구는 2022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팀들이 공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반딧불센터 커뮤니티 공간을 정기적으로 무상 

대여할 예정이다. 

 

 

다른그림찾기

경영위기�고용절벽 탈출! 지원금 신청하세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

금’은 지난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

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

공인에게 인력 1명당 50만원, 최대 150만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과 재

창업을 거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불안감을 다

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청 

접수중이며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증빙서류를 지참해 서초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mileai00@citizen.seoul.kr) 또는 팩스

(☎02.2155.8744)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 지원 

조건과 필요서류는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

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접수처 ☎02.2155.6583~4, 

일자리경제과 ☎02.2155.8731

서초구 소속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가 월 7일 이상(2021.4.~2022.6. 기간 중) 무급 

휴직을 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2022

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은 필수로 유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 까지며,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메일(jieun8619@citizen.seoul.kr) 

또는 팩스(☎02.2155.8744)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서초구청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2155.6585~6, 

8734

참여방법

두 이미지 속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표시해 6월 15일까지 QR

코드로 연결되는 페이지로 정답사진을 제출해주세요. 정답

자 중 10분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강동희, 김명진, 김병엽, 남은정, 

박영미, 서동영, 송호석, 이현수, 

이현임, 임정희

정답 제출 바로 가기

qr 삽입예정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청년 SNS 서포터즈』 지원하세요

관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과 디

지털 마케팅을 지원할 청년 SNS 서포터즈

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 7일 오후 3시

까지며 총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근무기간 7.1~12.20

근무여건 주5일 근무, 1일 7시간 이내

(1일 7만 5390원)

신청자격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일반 서초구민(배제대상 및 채용분야

는 서초구청 공지사항 참조)

담당업무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홍보 컨텐츠 기획 등) 업무 등

신청방법 이메일 (khs1221@seocho.

go.kr) 또는 방문 접수

문의 일자리경제과 (양재환승주차장 5층) 

☎02.2155.8743

반딧불센터 주소 운영시간 문의

서초1동 남부순환로 339길 47-1 평일10:00~18:00 ☎02.521.0364

서초3동 반포대로1길 53-3 평일10:00~18:00 ☎02.521.3254

반포(반포1동) 신반포로42길 12 평일10:00~18:00 ☎02.516.7887

방배1동 방배로23길 31-6 평일10:00~18:00 ☎02.521.8320

방배2동 청두곶2길 22 평일10:00~18:00 ☎02.521.8776

전원마을 전원말안길 평일9:00~17:00 ☎02.588.5501

방배4동 방배천로34길 31 평일 10:00~18:00 ☎02.532.2336

양재1동 강남대로30길 36 평일 10:00~18:00 ☎02.529.3034

양재(양재2동) 강남대로12길 44 평일 10:00~18:00 ☎02.2155.7922

양재천 ‘연인의 거리’

서울복지포털서초누비단

16면

10면 공사장

10면 출생신고

11면 반딧불

15면 
포스트코비드

12면 전통장 14면 상단

15면 상단

우리 마을 관리사무소  반딧불센터  이용하세요 

16면

10면 공사장

10면 출생신고

11면 반딧불

15면 
포스트코비드

12면 전통장 14면 상단

15면 상단

반딧불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기간 6.2(목)~6.24(금)

모집대상 주1회(평일) 4시간 꾸준히 봉사 가능한 분 

봉사장소 반포1동·서초3동·방배1동 반딧불센터

활동내용 공구대여 안내, 반딧불센터 공간 지킴이 등

신청문의 서초구자원봉사센터 ☎02.573.9252  자치행정과 ☎02.2155.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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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유료로 게재하는 광고입니다.

‘찾아가는  가족  전통  장(醬)  체험교실’  참여자  모집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서초구 관내에 등록 또는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2022년 선납 차량은 제

외)

납부기간 6.16(목)~6.30(목)

납부방법

• 고지서 전용계좌, 전자납부번호 이용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무인공과금기·현금인출기)

•ARS 전용전화 (☎1599.3900)

•ETAX(etax.seoul.go.kr), 앱 STAX 이용

※ 서울시 모든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6591~4 

지방세·국세 세무 설명회  
& 1:1 세무상담 

일시 6.16(목) 14:00~17:00

장소 서초구청 대강당(2층)

대상 서초구민 누구나

내용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전문 강사 특강 및 서울시 마을세무사 

1:1 무료 세무상담

문의 세무관리과 ☎02.2155.7370

에코마일리지 가입 이벤트 

참여대상 가정(개인) 및 사업장(단체)

참여혜택

1) 서초구민 가입이벤트 – 매월 신규가입자 2

명 추첨, 미니공기청정기 증정(30만원 상당)

2) 가입 후 6개월 단위로 에너지사용량이 이전

대비 5% 이상 줄어들면 마일리지 자동 적립 

(10~15% ▶3만원, 15% 이상 ▶5만원 등) 

마일리지 사용법 온누리상품권·문화상품권 교

환, 지방세·아파트관리비 납부 등

가입방법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QR코드 연

결) 회원가입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구청) 

방문

문의 기후환경과 ☎02.2155.6459 

구분 일정 프로그램

A반 6.25(토) 10:00~11:30 •전통 장(醬) 담그기 교육방법 및 장(醬) 가르기 시연

•전통 막장 만들기 체험(1인당 막장 300g 증정)

•체험 활동 ‘나만의 브랜드 스티커, 워크시트’ 만들기 B반 6.25(토) 13:00~14:30

접수방법 홈페이지(seochowomen.kr), 전화 또는 방문접수

문의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02.522.5291 

아버지센터  6월  강좌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명 접수기간 강의일시 수강료

[ZOOM]시니어 지도사 양성과정 오리엔테이션 ~ 6.15(수) 6.16(목) 19:00~20:00
무료

’목 편한 발성팁‘ 특강(남성 전용) ~ 6.27(월) 6.28(화) 19:00~20:30

무지로 떠안은 빚 ‘상속과 증여’ ~ 6.6(월) 6.7(화)   19:30~21:00 2만원

내가 놓친 소득공제, 절세전략 ~ 6.13(월) 6.14(화) 19:30~21:00 2만원

슬기로운 식물관리, '식집사' 생활 ~ 6.8(수) 6.9(목)   14:00~15:30 2만원

사군자, 수묵화 강좌 '세상을 화폭에' 6월 상시모집 매주 토 10:00~12:00 15만원(3개월)

대상  서초구 아버지센터 앱 또는 홈페이지(papa-power.com)

문의  서초구 아버지센터 ☎02.2155.8398, 8400

권역별교육지원센터  6월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접수기간 장소

마술사 편: 마술재료를 이용한 마술체험 6.18(토) 10:30~12:20 초 6.2~

양재내곡 교육지원센터

☎02.574.0304

댄서 편: 둠칫둠칫 댄서 체험 6.18(토) 10:30~12:20 초 6.2~

자동차 디자이너 편: 코끼리 전기자동차 만들기 6.25(토) 10:30~12:20 초 6.2~

조향사 편: 나만의 향수 만들기 6.25(토) 10:30~12:20 초 6.2~

플로리스트 편: 꽃꽂이 체험하기 7.2(토) 10:30~12:20 초 6.2~

웹툰작가 편: 나만의 만화 그려보기 7.2(토) 10:30~12:20 초 6.2~

보디가드 편: 나·너·우리를 지키는 보디가드 체험 7.9(토) 10:30~12:20 초 6.2~

파티쉐 편: 아이싱·사브레 쿠키 만들기 7.9(토) 10:30~12:20 초 6.2~

1:1 진학 컨설팅 매주 화~토 

10:00~19:00

(예약 후 개별상담)

학생·

학부모 상시
방배 교육지원센터

☎02.598.0038
진로상담·코칭

진로코칭카페 학부모

메타버스 공간디자인

6.14(화)~7.19(화) 

A반 16:00~16:50

B반 17:00~17:50

초~중 ~6.11

반포잠원 교육지원센터
☎02.545.4991

예술로 코딩 미술관

6.15(수)~7.20(수)

A반 16:00~16:50

B반 17:00~17:50 

초 ~6.11

학부모 인성산책: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 
6.3~6.24 매주 금 

10:00~12:00
학부모 ~6.11

서초 교육지원센터

☎02.588.2589

신청방법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eochoedu.or.kr)에서 신청

대상 가족구성원 누구나 (각각 2인 이상 15가족)   비용 무료 

장소 뜰안에 된장(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48번길 45)

qr 삽입예정

2목

서초문화재단 해설이 있는 발레

클래식발레 마스터피스Ⅰ

 유튜브 채널: 서초문화재단
  19:30

출연:  와이즈발레단
  02.3477.2805

7화

서초문화재단 심산영화관 
호국보훈의 달 특별 상영

말모이 

 반포심산아트홀

  10:00, 14:00

전석무료(사전예약)

  02.3477.2805

8수

서초문화원 차이나는 아카데미

정우철 도슨트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5:00
  02.2155.8607

10금

6월 특별기획 공연

회상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출연: 박강수, 딕훼밀리
  18:30
  02.2155.6208

11토

서초문화재단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수음악회

여덟 손의 향연

 유튜브 채널: 서초문화재단
  15:00

출연: 서초국제예술단
  02.3477.2805

15수

서초문화원 수요시네마 

조블랙의 사랑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5:00
  02.2155.8607

15수

인디서울 2022

휴가

 반포도서관다목적실
  14:00~17:00
  02.520.8705

17금

서초금요음악회 온라인 송출 

출연: 스페셜앙상블
  19:30
  02.2155.6208

21화

서초문화원 차이나는 아카데미

류한수 교수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5:00
  02.2155.8607

21화

서초문화재단 화요콘서트

하이든교향곡 전곡 시리즈 12

 반포심산아트홀
  19:30

출연: 서초교향악단

전석 7000원
  02.2155.8607

22수

인디서울 2022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반포도서관다목적실
  14:30~17:00
  02.520.8705

서초문화원 수요시네마 

온리 더 브레이브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5:00
  02.2155.8607

23목

수요열린음악회

미드나잇콘서트

 문화예술마당

(서초문화예술회관 야외주차장)
  19:00
  02.2155.8607

정우철 도슨트ㆍ류한수 교수
<차이나는 아카데미> 강연

서리풀 休 갤러리 
기원
전시일정  6.24(금)까지 (토·일·공휴일 휴무)

관람시간  9:00~18:00 

기획  신형록    참여작가  조민정 

내용  Ai가 진화를 거듭한다는 사변 소설 형식의 

내러티브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각매체를 통해 

표현된 전시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7.2074

서초문화원(원장 박기현)은 오는 6월 8일과 21일, 서초문화예술

회관 아트홀에서 ‘차이나는 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 ‘서초문화

원의 차이나는 아카데미’는 예술, 경제,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다. 6월 8일, 미술계의 스토리텔러 정우철 도슨트의 강연은 ‘삶에 

위로를 주는 불멸의 명화 이야기 – 마르크 샤갈’을 주제로 세상에

서 가장 재밌고 지적인 예술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6월 21일, 상명

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의 역사적 연원’을 주제로 두 나라의 역사와 관계를 되짚어보고 전

쟁의 배경에 대해 심도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선착순 무료 관람으

로 진행된다. 

문의  서초문화원 ☎02.2155.8607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RE:컨텍트
전시일정  6.25(토)까지 (월·공휴일 휴무)

관람시간  11:00~19:00  참여작가  김종민 외 10명

내용  서초구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예술가들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끊겨있던 과거를 연결하고 다시 함께

하고자 기획된 전시

관람료 무료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7.2074

QR 삽입

클래식악기 탐구생활 
초등학생 모집

양재도서관 인문프로그램
「문화공감, 잇-다」 

모집대상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

(학생 80명+학부모80명) 

체험일자 7월 1~4주 토요일 10:00, 

14:00

참가비용 무료 

신청기간 6.7(화)~6.17(금) 17:00

신청방법 서초구청 또는 서초문화재

단 홈페이지 참조 

당첨발표 6.22(수) 개별통지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4.2912    

운영기간  6.9(목) 19:30~21:00

운영장소  서초구립양재도서관 3층 양재홀

운영대상  관심 있는 누구나(20세 이상 권장)

내용  TvN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하여 청년세

대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

기를 전해준 청년도배사 배윤슬 멘토와 함께하는 

리버스 멘토링. 연세대학교 졸업 후 복지사로 취업

했지만 ‘도배’라는 완전히 다른 업을 선택하게 된 이

야기를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다가

가는 시간. 

신청기간  마감 시까지 (무료) 

문의  양재도서관 ☎02.3486.4043     

서초구 모든 
문화행사가 궁금하다면? 

『서초문화포털』 
방문하세요!

문의 문화관광과 ☎02.2155.6202

서초문화포털

서초 문화
캘린더

6
JUNE

서초 문화
캘린더

출연: 
 02.3477.2805

10서초 문화
캘린더

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서초 문화

16면

10면 공사장

10면 출생신고

11면 반딧불

15면 
포스트코비드

12면 전통장 14면 상단

15면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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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10면 공사장

10면 출생신고

11면 반딧불

15면 
포스트코비드

12면 전통장 14면 상단

15면 상단

서초알림이 건강지킴이

50플러스센터 6월 강좌 모집안내

프로그램명 일시 수강료

ITQ 엑셀 기초과정 6.8~7.27  매주 수 10:00 ~ 13:00 6만5000원

ITQ 파워포인트 기초과정 6.8~7.27  매주 수 14:00 ~ 17:00 6만5000원

ITQ 한글 기초과정 6.10~7.29 매주 금 10:00 ~ 13:00 6만5000원

미술작품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6.9~6.30  매주 목 10:00 ~ 12:00 2만원

나와 주변관계 돌아보기 힐링 아트테라피 6.13~7.18 매주 월 14:00 ~ 16:00 4만원

재취업 성공을 위한 성공적인 역량탐색·목표잡기 6.22~6.29 매주 수 10:00 ~ 12:00 무료

원데이로 체험하는 3D펜 화분 만들기 6.24(금) 10:00 ~ 13:00 1만5000원

굿즈 제작 '파우치에 사진 새기기' 6.21(화) 13:00 ~ 15:00 1만5000원

사진 편집 툴도 배우고 나만의 아크릴액자로 인쇄해보자! 6.22(수) 12:30 ~ 15:30 1만5000원

대상  50+세대 (만50세~64세) 신청방법 서초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50plus.or.kr/sch)

문의 서초50플러스센터(염곡말길 9) ☎02.579.5060  

공개일시  6.14(화) 10:00 부터 ‘서초런TV’ 유튜브 채널에서 순차공개  

구분 주제 강연자 공개일

수시
1부 모든 전형 준비 기본은 학종! 박창욱(상문고 교사) 6.14(화)

2부 대학이 선발하고 싶은 학생상 이효종(서문여고 교사) 6.16(목)

정시 3부 정시 전형, 그것을 알려주마! 유태혁(세화여고 교사) 6.21(화)

계열특화 4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의·약학계열 정창욱(세화고 교사) 6.23(목)

느티나무쉼터 시니어 PD 모집

참여대상 서초구 거주 5070 시니어

선발인원 총 15명(시니어 PD/ 크리에이터)

접수기간 6.22(수)~7.4(월)

접수방법 지원서 및 1분 소개영상 제출 

(이메일: neutiwelfare1@gmail.com)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 면접심사

교육기간 8월~12월  

(매주 화 교육 및 실습 참여) 

활동기간 2023년 (영상 기획 및 제작 활동) 

활동내용 유튜브(서초할마할빠이야기) 업로드 

영상 제작, SSN활동  

문의사항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02.6953.7133~34

소셜벤처·사회적경제 명사특강 콘서트

일시 6.17(금) 13:30 ~ 17:00

장소 서초구청 2층 대강당

주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대표들의 10가

지 고군분투 성장 스토리

명사 비케이 안(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접수기간 ~ 6.15(수) 18:00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seochose.org) 

문의사항 서초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6253.8868

청년갤러리카페 SNS 이벤트

참여기간 6.2(목)~6.24(금)

참여방법  

1.  서초구청 인스타계정(@seocho_korea) 팔

로잉

2.  청년갤러리카페에서 ‘청년 작품’을 배경으

로 인증샷 찍기!

3. 본인 인스타그램에 사진 업로드 시 필수해

시태그와 함께 청년작가에게 응원메시지 쓰기 

4. 게시물과 해시태그 캡처 후 네이버 폼 응모

5. 친구에게 소문내서 같이 선물 받기!

당첨자선물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60명 추첨) 

※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

항 참조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8906

 선생님이  들려주는  「서리풀 진학이야기」  온라인으로  만나요

어머니 영어교실

가나어학학원 www.wewel.com

강남점 02-3478-0509

오전 9:30~11:00

오후 2:00 ~ 3:30

저녁 6:30 ~ 8:00

오전 11:30 ~ 1:00

오후 3:30 ~ 5:00

저녁 8:00 ~ 9:30 

시간(월-수반, 화-목반, 금요반)

•ABC 처음영어

•초급영어

•간판·상표 읽기반

•이민영어

•미국인회화반

•회화반

•해외여행영어

•개인지도반

•영어를 처음 배우는 주부, 숙녀

•영어를 배운지 오래되신 분

•영어를 척척읽고, 쓰고, 말하고 싶은 분

•문화센터나 일반학원에서 실패한 분

대상 반편성

여성들이 가장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우리말처럼 보는대로 척척 읽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배울 수 있는 

‘가나다 어머니 영어교실’은 국내에서 유일한 20년 전통의 어머니 영어 전문 학원입니다. 나이.학력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자세히 가르칩니다.

고속터미널 경부선 건너편 

반포쇼핑 5동 502호 

EBS 방영(3/19) 다큐매거진
‘New 미국인 회화반 개강’

동물사랑센터 서리풀무지개 모임

교육일 나눔 주제 활동

6.21(화) 11:00 나의 반려견과의 추억 회상, 예정 된 죽음 나의상태 체크해보기

6.28(화) 11:00 상실감·슬픔·분노·죄책감 등 감정공유, 애도의 시간 그림으로 마음표현하기

7.5(화) 11:00 남겨진 감정에 대한 심리적 위안 반려견이 나에게 남긴 것들 그림으로 마음표현하기

7.12(화) 11:00 새로운 삶의 시작 액자 만들기

대상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경험하거나 극복을 원하는 서초구민

교육장소 서초동물사랑센터 1층 (양재천로19길 22)  비용 5000원

접수기간 6.7(화) 11:00~6.10(금) 17:00  접수방법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선착순 마감)

문의 서초동물사랑센터 ☎02.6956.7980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서리풀 건강119’ 시행

간병부터 병원동행·마음상담까지 도와드려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지만 돌봐줄 가족

이나 지인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단기간병 및 

입·퇴원도움, 마음상담을 제공하는 ‘서리풀 건

강119’가 시행중이다. 기존 민간·공공 서비스의 

경우 어르신 위주라 혼자 사는 청년, 중장년층

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서리풀 건

강119는 연령제한 없이 1인가구의 몸과 마음을 

돌봐준다.

서초구가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한 단기간병 서

비스는 연 3회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전문 간병

사가 1인가구에 머무르면서 간단한 청소와 식

사 등을 돌봐준다. 병원동행은 병원 동행부터 

접수·수납, 입·퇴원, 약국 이동까지 지원한다. 거

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도 해주고 주민이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동행할 수 있다. 서울 

전역이면 어디든 이용할 수 있으며 연 5회까지 

무료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 고용 불안 등

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1인가구를 위해 올해 

추가된 심리상담 서비스는 연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

류된 경우 서초구 마음건강센터로 연계하여 보

다 치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이하인 서초구 거주 

1인가구로 2~3일 전 예약자에 한해 지원이 가

능하며 긴급 시에는 별도로 문의하여 상담할 수 

있다.

문의 서초1인가구지원센터(seochosingle.net)  

☎02.2155.8282

저소득 주민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대상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전액

(최초 진료날짜로부터 6개월 간)

절차 추천 대상자에 한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지원 결정

신청 각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담당자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 지참 및 진료예약)

문의 각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02.2155.5241

방배 대사증후군관리센터 리모델링 오픈

일시 6.2(목) 개소

대상 만20~64세 서초구민, 직장인

내용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검진 및 상담, 체성분 측정

             •스마트미러 설치를 통한 1:1 맞춤형 운동 지도

             •개별 상담 공간 마련으로 쾌적한 상담 가능 

신청 6.2(목)부터 예약제 운영

문의 방배보건지소 ☎02.2155.8169~8171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밥상  교육

대상 만성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

일시 6.29(수), 7.27(수) 15:00~17:00

내용 제철재료를 활용한 당뇨 · 고혈압 밥상차리기 체험 및

영양교육

신청 선착순 전화 접수

문의 방배보건지소 ☎02.2155.8162

‘세  살  식습관  여든까지’  비대면  유아식습관  교육 

강의일 대상 내용

7.6(수) 
13:00-14:00

초기·중기
 (4~9개월 부모)

초기, 중기 이유식 
Q&A시간과 이유식거부 상담

7.13(수)
13:00-14:00

후기·완료기
(10~24개월 부모)

중기, 후기 이유식 
Q&A시간과 이유식거부 상담

7.20(수)
13:00-14:00

유아식
(만1세~5세 부모)

유아식 전 과정, 편식사례 및 교정
Q&A시간과 편식상담

신청 건강부모e음포털 6.2(목)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02.2155.7583

건강한  아기  만나요!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임신부 30명

일시 7.12~7.26 매주(화) 10:00~12:00

내용 분만과정, 라마즈 분만법, 모유 수유, 신생아 관리 및 베이비 마사지

신청 건강부모e음포털 6.1(수)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02.2155.8276

초보엄마를  위한  1:1 모유수유클리닉

대상 관내 32주 이후 임산부 및 출생 3개월 이내 산모와 아기

내용 모유량 부족, 함몰 유두, 기타 원인에 대한 모유수유교정

일시 6.23(목) 13:00~16:00

신청 건강부모e음포털(parents.seocho.go.kr)

문의 방배보건지소 ☎02.2155.8154

특강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

대상 서초구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일시 및 장소•1회: 6.24(금) 10:00~12:00(서초유스센터)

                                •2회: 6.29(수) 10:00~12:00(방배유스센터)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대처할까?’

강사

서초성모정신건강의학과 김정유 원장

(서초유스센터)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변희정 과장

(방배유스센터)

신청 6.7(화)~6.21(화) 전화예약

문의 서초구보건소 ☎02.2155.8217

여성가족플라자 7-9월 프로그램 모집

교육일 잠원센터 방배센터 서초센터

내용 건강, 요리, 미술, 어학, 공예·DIY, 인문학, IT, 커리아, 아동·청소년 강좌 

대상 서울시민 및 서초구민(성별·연령무관)

접수일정 6.7(화) 9:00~선착순 6.8(수) 9:00~선착순 6.7(화) 9:00~선착순

접수방법 홈페이지(women.co.kr) 또는 방문 접수 홈페이지(seochowomen.kr) 또는 방문접수 

문의 ☎02.522.0291 ☎02.522.0242 ☎02.522.5291 

※ 교육일정 및 수강료는 강의마다 상이합니다.

교육시간 | 저녁 7:00~9:00 (6강 DMZ  탐방 09:00~18:00)

교육장소ㅣ강남역 5번 출구 B-TIME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33)

지원방법 | 등록폼 (상단 QR코드) 등록 후 계좌송금 (본인명의)

수강비용 | 10만원 (기존 과정 수강자 10% 할인)

송금계좌 | 농협 301-0164-8897-61 사단법인 뉴코리아

교육문의 | 010-3336-7296 이장한 국장 

16면

10면 공사장

10면 출생신고

11면 반딧불

15면 
포스트코비드

12면 전통장 14면 상단

15면 상단

서리풀 건강119

16면

10면 공사장

10면 출생신고

11면 반딧불

15면 
포스트코비드

12면 전통장 14면 상단

15면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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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초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양재천길 서울 대표 상권으로 뜬다 

서초구가 잠재성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로

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양재천길 상권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양재천을 따라 자연발생적으

로 조성된 양재천길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가 거의 없고 소규모

의 특색 있고 멋과 맛이 넘치는 업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주변

에 서초문화예술회관,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문화예술 인프

라가 가득하며 서울시 유일의 음악문화지구가 위치해 있어 많은 문

화예술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양재천길 상권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신흥 상권과 오래전

부터 조성된 골목 상권이 혼재되어 있어 로컬브랜드 사업을 통해 

구역 전체의 경쟁력과 통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창업을 유도하며 상권 전체를 브랜드화하

기 위한 네이밍, 상징 조형물 및 통일성 있는 컨셉의 간판 설치 등

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인과 전문가, 동

주민센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권협의체를 구성하여 상권 

활성화에 관해 중점 논의하고 로컬브랜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상권을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846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최종 선정

양재천 매헌다리와  

수변무대 주변에서 ‘서리풀 덕’ 

어플을 켜보세요! 

증강현실(AR)을 통해 귀여운  

오리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문의 물관리과 ☎02.2155.7158

스마트폰 속, 
오리 가족 나와라!

서리풀 덕

여의천 걷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주
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접수를 시작했다. 한층 업그레이드 될 서초를 위한 주
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접수기간 7.1(금)까지
대상사업 생활공감형 주민친화사업·동별 현안사업 등 단년도 사업
참여대상 서초구민 및 구 소재 직장인 모두
접수방법 
· 온라인: 서초구청 홈페이지(seocho.go.kr) 공개행정-열린재정-소통-주민참
여예산
·  우편 및 방문접수: 서초구청 기획예산과(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문의 기획예산과 ☎02.2155.6381, 각 동주민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2022.5.23)기준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만18세~만34세 (1987.1.1.~2004.12.31 출생자) 
③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55만원 이하(세전) 
④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모집공고(seoul.go.kr)참조

모집기간 6.2(목)~6.24(금) (서초구 모집인원 212명)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지원내용 교육·주거·결혼·창업 등의 자금마련을 위해 10만원/15만원, 2년/3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문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02.2155.8349

대상 서초구민 및 관내 직장인  일시 6.1(수)~6.11(토)

장소 양재시민의숲 1번 출구(여의천)

참여방법 미션2가지 완료 후 ‘서초구보건소 체력진단실’ 카카오채널에 전송

① 걷기 어플을 이용하여 기간 동안 10만보 이상(매일 1번)의 걸음수 캡처하기

② 여의천 주변을 걷고, 여의1교, 여의2교 중 한곳을 배경으로 인증사진 1회 찍기

참고사항 1일 최대 인정 걸음 수 15,000보로 제한

문의 서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체력진단실 ☎02.2155.8074,8094
건강증진팀 체력진단실

16면

10면 공사장

10면 출생신고

11면 반딧불

15면 
포스트코비드

12면 전통장 14면 상단

15면 상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