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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도전하고 
즐기세요~

“서초는 배움특화구”

나팔꽃은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7~8월에 개화하며, 꽃말은 기쁜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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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서 즐겁다~” 배움의 장 서초

뚝딱뚝딱 내 손으로 만드는 재미
생활목공

도면그리기 실습, 접이식 캠핑테이블과 이동식 2단 트롤리, 수납장 등을 만들어보

는 과정이다. 드릴링 머신, 스크롤쏘, 트리머 등 각종 전동 공구 사용법과 목재 재

단, 페인트칠, 바니쉬 마감 등을 배운다. 성인 남성들을 위해 개설된 강좌지만 남녀

노소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추후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증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02.522.0291

우리 강아지 곰돌이 컷도 자신 있게
반려동물 셀프미용

반려동물의 미용은 위생과 건강을 위해 필수다. 잠원센

터에서는 반려동물의 미용스트레스도 줄이고, 비용도 줄

일 수 있는 셀프미용 강좌를 운영한다. 빗질과 목욕, 발바

닥정리, 발톱정리, 귀청소 등 기본 관리부터, 곰돌이컷, 

비숑컷 등 요즘 유행하는 털 손질 법등을 모형 인형으로 

실습하며 배운다.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직접 위생과 건

강을 챙기고픈 반려인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02.522.0291

개성 살린 나만의 한복 만들기
전통한복과 퓨전한복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나들이에 나서거나 기념촬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에서는 나만의 개성을 살

린 한복을 만드는 전통한복과 퓨전한복 강좌를 운영 중이다. 각자 고른 원단으로 아

이들의 설빔을 만들거나, 실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드는 등 본인의 

수준에 맞게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 

문의 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02.522.0291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응원합니다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
연간 20만원 제공

서초구가 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 지원을 시작한다. 서초형 평

생교육바우처는 중장년층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1인 2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다. 

올해에는 연구용역과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수요

가 가장 높았던  만40세 이상 만49세 이하 서초구 여성들을 우

선 선정해 시범시행한다.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자기계발에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올해 시범

사업 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는 전국 최초로 「국가·지역 평생교육바

우처 시스템」을 연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된

다. 정부와 협력해 정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자체 시스템 구

축 경비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서초구 내 평생교육기관 뿐만 아

니라 전국 가맹 평생교육기관(온·오프라인 2409곳) 어디서나 바

우처를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국 평생교육기관 2409곳에서 사용가능 

시범사업 후 지원 대상 확대 예정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초형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

를 발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국

가 평생교육바우처 사이트(lllcard,kr)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

서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20만원까지 사

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3종의 필수서류(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구직등록확인증 등)를 구비해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서초구

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단, 기존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국민 

내일배움카드 수급대상자는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 불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나이(출생연도), 거주요건, 미취업자 구직희망 등의 

자격요건, 그 외 제외대상 여부 등을 검증하여 선정하며, 예산규

모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공개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

초구청 홈페이지애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교육체육과 ☎02.2155.6220, 6209, 8818 

         (바우처 지원상담)

눈길 끄는 영상 만드는 비결 
미디어 크리에이터

한편의 영상을 완성하는 프로젝트 과정이다. 제작 스케줄 설정, 대본작성, 인력·장비 

구성, 스토리보드 만들기 등 영상제작 전 필요한 기본 과정에서부터 조명, 샷 구성, 

특수 촬영, 오디오 녹음 등 다양한 촬영기법까지 차근차근 배워볼 수 있다. 촬영 후에

는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제작발표회 시간도 갖는다.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은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취창업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수료 후 전액 환급되며 이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취창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02.522.5291

꽃과 차 향기 가득 힐링과 배움의 시간  
꽃차 소믈리에

꽃차 소믈리에 1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산과 들에 핀 야생꽃과 산야초를 재료로 

제다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꽃과 산야초가 가진 식물의 효능을 배우며 건강관련 지

식을 쌓고, 색감과 향기를 음미하며 몸과 마음을 힐링해 볼 수 있다. 수료 후 카페 창

업과 제품 판매, 티소믈리에 활동 등 취·창업을 하거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마

을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문의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02.522.5291

이모티콘 제작으로 대박 나기  
돈 버는 나만의 이모티콘

이모티콘 제작자로 부업이나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강좌다. 나의 감

정이나 또는 일상 속에서 자주 쓰는 말과 행동을 기반으로 개성있는 스케치로 이모

티콘을 만들어보는 과정이다. 태블릿 스케치북 앱을 이용해서 심플한 그림들을 그

리며 기능을 익힌 후, 캐릭터의 콘셉트를 정하고 아이디어를 더해 완성도를 높인다. 

최종 완성된 이모티콘을 이모티콘 플랫폼에 등록하고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까지 

배워볼 수 있다. 

문의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02.522.0242, 서초센터 ☎02.522.5291

서초여성가족플라자(잠원 서초 방배센터)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남녀

노소 누구나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성 구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

탁드립니다. 

뚝딱뚝딱 내 손으로 만드는 재미

“배우다 보니 
점점 즐거워져서 

1년째 수강 중입니다. 
플라워 샵을 창업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독일플로리스트 수강생

최근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식물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플로

리스트가 선망의 직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현대유럽양식 꽃꽂이의 중심인 독일에서는 최소 2~3년 이상 혹독하게 훈련해야만 

플로리스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그만큼 까다롭고 높은 수준을 요한다는 것이

다. 바로 이 독일프로리스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이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와 잠원센터에 개설되었다. 여성가족플라자에서는 독일 FDF국가공인 플

로리스트 마이스터를 취득한 전문가가 직접 소수 정예로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

다. 공간을 사용한 장식, 구조물제작, 꽃의 조화, 소재와 질감의 표현, 색채 등 자연

에서 막 피어난 듯 인위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느낌을 살리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문의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02.522.0242, 잠원센터 ☎02.522.0291

식물 트렌드 · 전문지식을 한 번에
독일플로리스트 

1 면
요

1 면 

1 면
주

백세인생 시대,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빛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세요.

꽃차 소믈리에 1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산과 들에 핀 야생꽃과 산야초를 재료로 

제다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꽃과 산야초가 가진 식물의 효능을 배우며 건강관련 지

식을 쌓고, 색감과 향기를 음미하며 몸과 마음을 힐링해 볼 수 있다. 수료 후 카페 창

업과 제품 판매, 티소믈리에 활동 등 취·창업을 하거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마

“평소에 가구와 
소품을 나무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수강료가 비
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저렴하고 가까운 여가플에서 

배울수 있어 정말 좋아요”  
― 

생활목공 수강생

qr 삽입예정qr 삽입예정

사업안내·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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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가까운 곳 이용하세요

재택치료자도 외래진료 가능
응급상황 시 119 연락하세요

코로나 후유증 있을 땐
보건소 상담센터로 오세요

모기 러브버그 방제 
모기보안관이 달려갑니다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
무료 식수 받아가세요

잦아진 집중호우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발열 등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검사 등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환자진

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은 현재 서초구에 144곳이 있

으며 네이버, 카카오맵 등 포털에서 ‘호

흡기환자진료센터’를 검색하거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올여름도 전례 없는 가마솥더위가 예고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는 관광객·택배·배달기사 등 시민들

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텀블러 사용생활을 장려

하기 위해 오아시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오아시

스 서울 스티커가 부착된 카페나 식당에 텀블러를 

들고 방문하면 음식과 음료 주문 없이도 무료로 시

원한 식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투썸플

레이스, 뚜레쥬르 지점 등 약 1000여개 매장이 동

참한다. 

기상 이변으로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가 내

리는 날이 잦아졌다. 서초구는 7월 초 200mm

가 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재천 하천 

복구에 나섰다. 교각하부와 수변무대, 벤치 

등 안전 위협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훼손

된 편의시설도 복구 중에 있다. 또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우면산 일대와 공원, 임야 일대

도 꼼꼼하게 순찰했다. 또한 강남역, 사당역 

등 침수 취약지역의 빗물받이가 막힌 곳은 없

는지 점검 후 준설 공사도 마쳤다. 

여름철 대표적 감염 매개충인 모기를 비롯

해 최근 도심 각 지역에서 급격하게 발생한 

러브버그(계피우단털파리 추정) 등의 퇴치

를 위해 선제 방역에 나섰다. 주민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해, 서초 모기보안관 117명

과 함께 대대적인 방역 활동 중이다. 러브버

그는 모기보안관이 사용하는 기존 살충제를 

통해서도 퇴치가 가능하다. 모기보안관들은 

민원이 접수된 곳뿐 아니라 주로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녹지변·골목을 주 1회 이상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각종 해충 확산

을 차단 중이다. 

서초 모기보안관은 여름철 방역 사각지대

에 모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전국최초로 서초구에서 시작됐다. 

모기보안관은 손수레에 5ℓ 크기의 분무기

와 살충제를 넣고, 방역차량이 접근하기 어

려운 소공원이나 골목길을 누비며 모기 등 

매개 감염병 예방에 기여해왔다. 해충발생

으로 주택가 골목 등 방역이 필요한 곳은 각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각 동주민센터, 건강정책과  

☎02.2155.8091

확진 후 자택격리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 

후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방문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한

다.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처방약을 직접 수령하

는 것도 가능하다. 동네 병·의원 또는 호흡기 진료 지

정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과 처방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방의약품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

능한 경우,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연락하면된다. 

코로나 격리기간은 끝났지만 기침과 두통, 가슴통

증, 어지러움 발생 등 후유증이 의심된다면 서초구

보건소 상담센터를 방문해보자. 의사 상담 후 갑상

선 기능, 간신장기능 검사 등 기본 검사를 받을 수 있

으며 전문 진료 필요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마음건강

센터로 연계된다. 

문의 서초구보건소 ☎02.2155.8116,8105

선별진료소 PCR검사
우선대상자만 가능해요

서초구는 서초구보건소와 고속터미널 2곳에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

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0세이상 고령자(신분증 지

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검사결과키트지참), 확진

자 접촉자(검사문자 제시), 입원 전 환자(입원 서류), 

해외입국자(관련서류지참) 등이다. 

코로나19

폭염

해충방제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주세요

고위험군은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여행 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 

합니다 

여행 중 증상발현 시 가까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 코로

나19 3차접종을 완료한 후 4개월이 경과

한 분들께는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여행 중 증상발현 시 가까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냉방기 가동 시  

하루 최소 3회 이상 

환기하세요 

비가 오면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므로 신속히 하천 밖으로 이동하세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주차장, 건물은 차수판, 모래주머니를 미리 설치하세요 

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사고위험이 보이면 즉시 구청과 동주민센터로 알려주세요 

태풍에 대비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결박해주세요 

집중호우�태풍발생 시 공사장�가로등�신호등�전신주�지하공간에는 되도록 접근하지 마세요

야외활동 및 작업 시 모기기피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세요 

 풀밭 위에 바로 드러눕지 말고,  

돗자리를 펴서 앉으세요 

풀밭에서는 긴바지, 긴팔 등을 착용하고  

피부노출을 최소화하세요 

모기 매개 감염병인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주세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샤워를 해

주세요 

깊은 물로 떠밀거나 물 속에 오래 있기 등 

장난은 삼가주세요 

물 속에서 추위를 느낄 때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우니 뛰거나 

심한 장난은 삼가주세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차 안에 어린이와 노약자, 반려동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내에서는 커튼 등을 이용해 실내에  

들어오는 햇볕을 차단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나 주류는 섭취를 자제하세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방치된 음식은 먹지마세요

여름철 안전 이렇게 대비하세요
집중호우•태풍

집 앞에서 첨벙첨벙
서리풀 물놀이장이 돌아왔어요 

여름방학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서리풀 물놀이

장이 돌아왔다. 올해 서리풀 물놀이장은 반포종

합운동장, 용허리근린공원, 청계산수변공원 등 

총 3곳에서 운영된다. 

8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휴일 없이 문을 열

며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

지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잠

시 이용이 중단된다. 또한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단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여름 한정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이지만 어

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다 갖췄다. 대형풀장

과 유아풀장, 워터슬라이드 등 놀이시설과 파라

솔과 그늘막, 샤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있다. 응급 상황 대비와 안전관리를 위

해 수상안전요원과 의료진이 상주하며, 수질관

리도 매일 할 예정이다. 

24개월 이상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 이용 가능

하다. 

구분 운영기간 이용료

반포종합운동장
8.1(월)~8.21(일) 

10:00~18:00

(휴게시간: 13:00~14:00) 

3000원

청계산수변공원 2000원

용허리근린공원 2000원

※ 추후 요금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 서초구민체육센터 ☎02.591.6060

호흡기 환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처방&치료

전담치료병상
or

일반격리병상

입원연계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
치료양성

음성 일반진료
(동네 병의원)

진찰·코로나19 검사·진료 과정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진찰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필요할 경우
PCR검사실시)

서초구보건소 선별검사소

고속버스터미널 선별검사소

평일 9:00~12:00. 13:30~17:30
토요일•공휴일 9:00~12:30
(일요일 미운영)

평일•일요일•공휴일
13:00~16:30, 18:00~20:30
(토요일 미운영)

※상기 접수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처방&치료

전담치료병상
or

일반격리병상

입원연계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
치료양성

음성 일반진료
(동네 병의원)

진찰·코로나19 검사·진료 과정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진찰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필요할 경우
PCR검사실시)

서초구보건소 선별검사소

고속버스터미널 선별검사소

평일 9:00~12:00. 13:30~17:30
토요일•공휴일 9:00~12:30
(일요일 미운영)

평일•일요일•공휴일
13:00~16:30, 18:00~20:30
(토요일 미운영)

※상기 접수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글 서리풀기자 김인혜

나트륨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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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제9대 서초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오세철입니다. 

지난 40년, 오직 서초를 위해 일해 왔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영광과 엄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앞으로 열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서초,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말만큼 희망적인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선 의회의 시작을 지켜보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도 시작됩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도 열립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서초구의회는 구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민 모두에게 의회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구민을 위해서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제9대 의회는 
다른 무엇보다 민생과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기초의회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등대는 바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구민이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한 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내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개선하고, 구민을 위한 생활 정치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고 유능한 제9대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빠르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변화의 방향에 대해 서서히 고민하면 늦습니다. 오늘 바로 첫발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의회가 개척해야 할 시대의 소명과 
구민 눈높이에 맞는 희망의 역할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제9대 서초구의회는 일할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겠
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전반기 서초구의회 원구성

기획

신분당선(용산~강남)이 신사역까지 연장 개통되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임시 이전되었던 신사역·푸

른저축은행 중앙버스정류소(ID 22-015)가 원상복

구된다. 버스승차대 등 정류소 시설물 이설을 완료

하고 8월 1일 첫 차 운행부터 복구된 위치에서 정류

소 운영이 개시될 예정이다. 

신사역 중앙버스정류소

원상복구 이전

양재∼염곡∼세곡을 지나 복정역까지 이어지는 

헌릉로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된다.

설치 공사는 2025년까지 강남대로 영동1교부터 

헌릉로 복정역까지 9.7㎞ 구간을 3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구간(헌릉로 청계산입구

교차로∼내곡IC, 3.2㎞)은 6월 착공에 들어갔으

며 올 연말 개통 예정이다. 1구간에 이어 강남대

로와 헌릉로를 연결하는 2구간(영동1교∼청계산

입구교차로, 1.5㎞)과 3구간(내곡IC∼복정역교

차로, 5.0㎞)이 공사에 들어간다. 특히, 2구간의 

경우 염곡사거리, 양재IC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로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시행가능하여, 우선적으로 버스노선 협의와 염곡

사거리 정체해소 대책 등이 마련된 후 시행될 예정

이다.

최대 10만 원까지 교통마일리지를 환급해주는 서

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2차 모집이 시

작됐다. 특히 이번에는 청년이 교통카드를 추가

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다. 신청

하면 4월 22일부터 11월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버스·지하철)금액의 20%(최대 10만원)까지 교

통마일리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중 카드

사 포인트로 지급받게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에

서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안내

일부 발급기관에서만 가능하던 모바일 운전면허

증을 이제는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

폰에 저장하여 간편하게 활용 가능한 모바일 면허

증은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

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버스 통행 속도 더욱 빠르게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착공

10만원까지 교통마일리지 환급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2차 모집

서울시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생활거

점 시설 등 지하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

정 시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조금

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은 총 주차면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한편, 서초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공영

주차장 총 20곳에 전기차 충전구역 총 106면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의 ☎02.120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보조금 지원 신청해보세요   

하반기 교통 이슈 알려드려요 

경
부
고
속

국립
서울현충원

국립중앙
박물관

신사역

논현역

신논현역

남부터미널역

서초

IC

양재시민의숲역

AT센터

강남역

교대역

고속버스터미널역

구반포역

신반포역

동작역

효창공원역

용산역

양재역
(서초구청)

동
작
대
교

서빙고역

서초
대로

0411

용산차고지-AT센터 기·종점 

서초중앙로 통과 0411버스 운행 

용산차고지(서울드래곤시티)와 AT센터를 운행하

는 시내버스 0411 노선이 신설됐다. 0411번은 고

속터미널역과 서초중앙로의 법조단지, 교대역, 강

남역, 양재역, 양재2동주민센터 등  주요 정류장을 

지나며 평일 기준 11~15분, 주말기준 13~20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된다. 첫차는 용산차고지(기점)

에서 새벽 4시 10분에 출발하며, 막차 시간은 오후 

10시 30분이다. 0411번은 현재 노선 모니터링 중

으로 배차 간격 단축 등 전 구간을 다각도로 검토 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0411

기점

용산차고지
(서울드래곤시티)

종점

AT센터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정의·공정·상식의 서초, 

늘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운영
위원회

행정
복지

위원회

재정
건설

위원회

의장 오세철

부의장 안종숙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 유지웅 김지훈부위원장 오지환 강여정 이형준 신정태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 박재형 이은경부위원장 안병두 박미정 하서영

위원장 강여정 오지환 이형준 신정태부위원장 김지훈 안병두 박재형 이은경

신사역·푸른저축은행 
(ID 22-015)

중앙정류장 이동

강남역 방향 60m 이동

신사역
하나은행

당초

변경

문의 서초구의회사무국 ☎02.2155.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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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역

방배역

양재역

청계산입구역
양재IC

IC

서초역서초역

방배역

양재역

청계산입구역
양재IC양재IC

IC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멀리 떠나기 어렵다면 가까운 문화공간들을 찾아가보자. 

방학을 맞은 학생들부터 휴가를 떠날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색다른 피서법이 될 것이다. 

골목골목
서초 문화탐방

<2022 양재천 아트페어> 개최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공연부터 
야외조각전까지

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 위치한 기록매체

박물관은 선사시대 벽화부터 디지털 매체까지 긴 

시간 발전해 온 기록 매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

다. 문자, 시청각 기록 매체, 디지털 매체 총 3부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시 자료들을 감상할 수 있다.

위치 반포대로 201 

운영 월~일 10:00~18:00

휴무 둘째·넷째 월요일 및 공휴일

문의 nl.go.kr(☎02.590.0723)

기록매체박물관1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외교관 여권을 만들고 국

제회의 가상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외교체험실이 준

비되어있다. 외교사 전시실에서는 1876년 개항 이

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외교문헌, 기록, 사진, 기

념물을 전시하여 우리 외교사의 생생한 모습을 만

날 수 있다. 

위치 남부순환로 2572

운영 월~금 9:30~17:00(점심시간 12:00~13:00)

휴무 토·일요일 및 공휴일

문의  diplomaticarchives.mofa.go.kr 

(☎02.3497.8700)

외교사료관10

어린이들은 물론 그림책에 관심 있는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그림책 전문 서점이다. 소정의 이용료

를 내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위치 사평대로20길 7

운영 월~금 12:00~19:00, 토 10:30~19:00

휴무 일요일

문의  @curiousgarden_seorae(인스타그램) 

(☎02.595.6261)

호기심정원 서래2

인권과 공익을 위해 일해온 ‘나우리 로펌’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작품전시가 열리는 갤러리와 함

께 힐링카페, 여성아동인권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다. 

각종 공간 대관도 가능하다.

위치 서초대로55길 9

운영 평일 10:00~18:00

휴무 토·일요일 및 공휴일

문의 nauryartcenter.modoo.at(☎070.7720.9195)

나우리아트센터3

위치 서초대로 219 1층

운영 월~금 9:30~17:30

휴무 토·일요일 및 공휴일

문의 museum.scourt.go.kr(☎02.3480.1973)

법원전시관4

위치 주흥길 77 1층

운영 수~일 11:00~18:00

휴무 월·화요일

문의 galleryrabo.com(☎0507.1305.6067)

갤러리라보5

위치 반포대로 5

운영 화~일 11:00~17:00

휴무 월요일

문의 gallerybanpo5.kr(☎02.525.2223) 

갤러리반포대로56

민간문화원으로 터키에 직접 가지 않고도 터키 가정

식, 터키식 아침식사와 커피, 모자이크 램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천상의 맛으로 유명한 

‘카이막’은 최고의 인기 수업.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터키어강좌도 상시 모집 중이다.  

위치 반포대로98 2층

운영 월~금 10:00~18:00

          (토·일요일에도 체험활동 가능)

문의 @koreatulip(인스타그램)(☎02.3452.8182)

터키이스탄불문화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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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문화원이 8월 17일(수) 스페인밀레니엄

합창단 내한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2022 양

재천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민요와 가곡을 부르는 외국 프로 합창단

으로 1999년 현 단장 겸 상임지휘자인 임재

식이 창단했다.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 모두가 스페인 사람으

로 구성된 합창단은 각종 국가적 축제 및 주

요 연주회에서 활동하며 80여 곡의 한국 가

곡 및 민요 레퍼토리를 갖고 있다. 양국의 문

화교류에 일조하며 2021년에는 스페인 초등

학교 음악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리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

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의 일정 중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 가곡 ‘보

리밭’, ‘밀양아리랑’, ‘우리의 소원’을 불러 화

제가 되었다. 

귀에 익숙한 우리 민요와 가곡, 추억의 노래

들로 채워질 이번 공연은 8월 17일(수) 오후 

7시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열리며, 

별도의 예매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타입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

창조 될 양재천 <야외조각전>은 8월 20일부

터 9월 4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다. 양재천 

영동1교에서 영동2교 구간의 산책길에서 국

내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조각

전은 산책을 나온 주민들에게 일상 속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문화원

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서초문화원 

☎02.2155.8607

카이막
에브루

12

여름방학 특집 여름방학 특집

위치 남부순환로325길 9 B1층

운영 화~목 11:00~18:00

휴무 일·월요일

문의 dohingart.com(☎02.525.2223)

도잉아트7

위치 반포대로 18

운영 월~토 10:30~18:00

휴무 일요일, 공휴일

문의 perigee.co.kr(☎070.4676.7091)

페리지갤러리8

위치 사평대로28길 63 1층

운영 화~토 10:00~18:00

휴무 일·월요일

문의  @gallery_526(인스타그램) 

(☎02.6953.0526)

갤러리5269

위치 서초중앙로18길 27

운영 월~금 10:00~19:00

휴무 토·일요일 및 공휴일

문의 public-gallery.com(☎0507.1421.1151)

퍼블릭갤러리11

위치 청룡마을4길 11-3

운영 월~금 10:00~20:00, 토·일 11:00~19:00

문의  @johymikn(인스타그램) 

(☎0507.1309.4115)

갤러리카페 조형미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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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순찰대 지원하세요서초OK생활자문단 무료상담

서초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한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동네

를 산책하며 우리동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형 방범순찰대다. 

지역 내 방범활동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고, 주 3회 이상 반려견과 정기

적으로 산책을 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산책 시 타인의 집과 차 내부를 엿보고 주변을 

경계하는 수상한 사람, 행선지를 잃고 배회하

는 노인이나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파손된 시

설물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하면 된다. 모집기

간은 8월 10일까지며 반려견순찰대 홈페이지

(petrol.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848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법률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상담분야 법률·세무·건축·법무·노무·변리

신청대상 서초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직장인), 공공기관(공무원)

신청방법 구청홈페이지 인터넷 예약 또는 전화예약(☎02.2155.6282)

운영방법 

전문가 상담위원이 예약일자에 신청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전화상담

주간 상담일정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10:00~12:00 여성변호사 세무사 여성변호사 상담 없음

14:00~17:00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OK민원센터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

국내 최초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반포주공아파트

(이하 반포주공)’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반

포주공은 지난 5월 거주민들의 완전 이주가 이뤄진 

데 이어 연말까지 철거를 끝내고 내년 초 10조원에 

달하는 대단위 재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1971년 착

공 후 1974년 완공한 지 48년 만에 옛 모습을 잃으

며 새 단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

반포주공은 조선 후기 경기도 과천군 상북면 동작

리로 행정구역을 처음 배정받은 이래 ‘인천부 과천

군→경기도 과천군→경기도 시흥군→서울시 영등

포구→관악구→강남구’를 거쳐 1988년 1월 1일 서

초구(반포본동)로 정식 편입됐다.

반포주공이 탄생한 것은 서울의 인구 폭발에서 비

롯됐다. 서울은 한국전쟁 이후 포화상태였다. 전국 

각지에서 가난을 벗어나려는 행렬이 서울로 향했

다. 1960년대 중후반, 서울 인구 370만여 명으로 

청계천변이나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도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는 유입 인구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는 강

북에 많지 않았다. 강남 개발이 시작된 이유다.

1960년대 말, 정부와 서울시는 늘어나는 도시빈민

과 서민층을 위한 집단 주거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등

의 사건이 발생해 중심축을 중산층 주거지 조성으

로 옮겼다. 반포주공은 이 과정에서 태어났다.(반포

주공의 당초 이름은 ‘남서울 아파트’.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아파트라는 뜻)

반포주공은 분양초기 호화아파트 논쟁이 일어, 8개

동을 복층아파트로 건설한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

하고 94동과 95동 두 동만을 복층아파트로 건설해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

다. 그러나 사실 제일 작은 평형인 22평조차도 중

류 내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였다. 반포주공 대부분은 5층짜리 단지인데, 

복층으로 이루어진 두개 동은 6개 층으로 30평대 2

가구가 내부에서 연결된 복층 구조로 당시에는 보

기 힘든 60평대(전용 196㎡)다. 또 서양식의 입식 

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라디에이터 난방’을 적용하

였고, 부부 침실과 부부 욕실이 만들어졌다.

1977년부터 2015년까지 38년간 이 아파트에 살았

던 김경희 씨(86)는 “반포주공은 요즘의 바닷가 모

래가 아닌 한강 모래로 지어 매우 탄탄했다”며 “단

지 내 여기저기 소공원이 있었고 나무가 많고 화단

도 넓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정취가 있었

다. 주민들이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생활했는

데 이 모든 게 사라져 아쉽기 그지없다”고 감회를 

밝혔다.

반포주공은 총 7,000여가구로 새롭게 들어선다. 내

년 초 착공 후 완공까지는 36~40개월이 걸릴 예정

이다.(아파트 이름은 추후 공모) 대한민국 최초의 

부촌형 대단지 아파트의 명성을 이어나가 서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게 될지, 주민들이 마

음이 벌써부터 설렌다.

글 서리풀기자 김수인

1974년에 지은 전국 최초 대단지 아파트, 내년 초 재건축

‘굿바이 반포주공아파트’ 역사 속으로

반포본동 주민센터 이전 안내

반포본동 주민센터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위치 신반포로3길 8, 반포프라자종합상가 

311호(구반포역 2번출구)

문의 ☎02.2155.7561

1979년 구반포 전경(출처: 서울역사박물관)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서초구청 OK민원센터가 

수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업무 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비롯한 제증명 

서류 발급은 물론 혼인신고(국제혼인신고 제외)와 여권접수 및 교부도 

가능하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권 발급이 필요한 주민들에

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케이민원

센터는 서초구청 본관 1층, 여권민원

실은 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오케이민원센터 

☎02.2155.6298

48여년 옛 추억과의 

이별 아쉽지만

서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에 기대 가득 

➊ 1973년 11월 530세대 추첨

➋ 아파트 단지만큼 높은 나무들

➊ 1973년 11월 반포주공아파트 530세대를 추첨하는 모습이다.

➋  나무들은 1970년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심어져 5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아파트와 함께 자라났다.

➌ 복층으로 이루어진 내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인다.

➍➎  반포주공의 오랜 터줏대감이던 애플하우스와 반포치킨. 현재는 이전을 하여 운영중이다.

자료 및 사진 출처: 『반포본동: 남서울에서 구반포로』(2018)
➍애플하우스의 무침만두

➌ 반포주공1단지 1층 거실

➎반포치킨의 메뉴판

qr 삽입예정qr 삽입예정 qr 삽입예정qr 삽입예정

소상 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서초구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

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20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청자격 20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

후 신청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FAX 및 이메일 접수

접수처 [방문]서초구청 1층

[이메일]smileai00@citizen.seoul.kr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6583~4

일상회복 초스피드 대출 지원 『서리풀 명소음식점』 대상업소 모집

침체된 외식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서초의 

명소 음식점들을 모집합니다.

신청대상 서초구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

과점 등) 영업주 및 방문객

신청자격  · 서초구에서 식품접객업(일반·휴게

음식점,제과점영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운

영 중인 영업장

·  방문해본 영업장 중 맛집 또는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업장

신청기간 8.31(수)

신청방법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작성 후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방문]서초구보건소 3층 위생과 식품

위생팀, [이메일]sys0328@seocho.go.kr

문의 서초구보건소 ☎02.2155.8023

11면
OK

11면
반려견

13면 31에 있는 일러는 18일 쪽으로 
옮겨주시고, (캘린더 글자랑 겹쳐도 되요) 
탱고 일러스트를 31일 쪽에 넣어주세요. 

11면
OK

11면
반려견

13면 31에 있는 일러는 18일 쪽으로 
옮겨주시고, (캘린더 글자랑 겹쳐도 되요) 
탱고 일러스트를 31일 쪽에 넣어주세요. 

야간 민원실

나트륨 
줄이기

대출규모 약 476억원 

지원대상 서초구소재 중 · 소상공인 등(담보 · 

신용등급 무관)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기보증

액 포함) 

대출금리 약 2.9% 이내(3개월 변동금리) 

접수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처 서초구 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

행 지정지점 

문의 개별은행 지정지점 또는 서초구 소상공

인지원 콜센터 ☎02.2155.5411

(상세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

시/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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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줄이기

서초알림이 1 문화

2화

서초문화재단 심산 영화관

샤인

 반포심산아트홀
  10:00, 14:00

전석무료(사전예약)
  02.3477.2805

3수

서초문화원 수요시네마 밤쉘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5:00     02.2155.8607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오성 브라스

 서초아트센터
  19:30     02.6094.1002

4목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루체 퀸텟

 서초아트센터
  19:30
  02.6094.1002

5금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프리마 퀸텟  서초아트센터 

  19:30    02.6094.1002

제1190회 서초금요음악회  

7월 특별 기획공연 <마중> 
 유튜브 송출    19:30 

출연: 송은혜, 마이클리, 서도밴드 
  02.2155.6208

7일

2022 클래식다방

Little Star Soloists Gala 
Concert

출연: Little Star Soloists

 콘서트월드 그레이스홀
  17:00 전석무료 
  02.582.5824

10수

서초문화원 수요시네마 

나이브스 아웃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5:00 

  02.2155.8607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Momento String Quartet

 서초아트센터 
  19:30
  02.6094.1002

11목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파토스 콰르텟

 서초아트센터 
  19:30
  02.6094.1002

17수

2022 클래식다방

계절의 노래를 그리다 
<8월의 칸타빌레> 

출연: 콰르텟 숨

 페리지홀
  12:30 전석 무료
  070.4676.7032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벨루어 우드윈드퀸텟

 샤론홀
  19:30   02.6094.1002

2022 양재천 아트페어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내한 초청 공연
출연 :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9:00   02.2155.8607

18목

서초문화재단 SSUM 타는 콘서트

What a wonderful Jazz

 반포심산아트홀 
  19:30

출연: 재즈보컬리스트 김혜미 Quintet

전석 7000원 
  02.3477.2805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Main Sound Trio  

 샤론홀
  19:30    02.6094.1002

2022 클래식다방

음악이 그림을 만났을 때

출연: 오페리안

 칸타비노
  19:30

티켓비용: 1만원, 5000원(서초구민)
  010.8541.5441

19금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ASSAMO

 샤론홀   19:30   02.6094.1002

제1191회 서초금요음악회 
 유튜브 송출    19:30 

출연:(사)한국전통민요협회 서초지부  

임두례소리빛예술단
  02.2155.6208

20토

2022 클래식다방

With Harp Ⅱ

출연: The SHE 하프앙상블

 클라라 아트홀
  15:00

전석 무료
  02.523.7787

24수

서초문화원 수요시네마

나일 강의 죽음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5:00   02.2155.8607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트리오 모아

 샤론홀   19:30   02.6094.1002

25목

서초문화재단 
SSUM 타는 콘서트

흥 타는 나잇(Night)

 반포심산아트홀
  19:30

출연: 난아진 & 밴드 메건

전석 7000원
  02.3477.2805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르블랑 앙상블

 샤론홀
  19:30
  02.6094.1002

26금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Poesia Quartet

 샤론홀   19:30   02.6094.1002

제1192회 서초금요음악회 
 유튜브 송출    19:30 

출연: 칸타비노
  02.2155.6208

29월

서리풀 악동(樂童)문화공연

창작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서초문화예술회관 19:00

예매: 인터파크(인터파크티켓에서 

‘서리풀 악동 문화공연’ 검색)

티켓비용: 1000원
  02.2155.6709

31수

서초문화원 수요시네마 

퍼펙트 케어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5:00
  02.2155.8607

2022 클래식다방

Fall in Tango & Jazz

출연: 송정민 탱고퀄텟

 파가니니홀
  19:00

전석 무료
  02.525.0513

12금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Clair String Quartet

 서초아트센터 
  19:30 
  02.6094.1002

2022 클래식다방

와글시끌 클래식동물원

출연: 앙상블 뮤:토

 코스모스 아트홀
  19:30

티켓비용: 1만원, 5000원(서초구민)
  070.8985.9469

서초금요음악회

8월 특별 기획공연 <피서>

현장공연

출연 : 김선아, 윤아트
  19:00
  02.2155.6208

13토

2022 클래식다방

캔들라이트 영화음악콘서트

출연: 앙상블 메누하

 엘림아트홀
  17:00

티켓비용: 1만원, 5000원(서초구민)
  010.2323.4054

16화

서초문화재단 화요콘서트

하이든교향곡 전곡 시리즈 14

 반포심산아트홀
  19:30

출연: 서초교향악단

전석 7000원
  02.3477.2805

서초구 모든 문화행사가
궁금하다면? 

『서초문화포털』 방문하세요!

문의 문화관광과 ☎02.2155.6202

서초문화포털

서초 문화 캘린더

8
AUGUST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서초동 매미展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
공연 모니터링단 모집

전시일정 8.5(금)~9.1(목)

관람시간 11:00~19:00(월·공휴일 휴관)

기획 박종일 

참여작가 김지용, 신호철, 심은지

내용 집, 욕망, 예술가라는 직업의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이루어진 전시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7.2074

지원자격 공연에 관심 있는 만19세 이상 서초구민 중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계정을 1개 이상 보유하고 공연 후기 작성이 가능한 자

모집인원 15명  모집기간 8.1(월)~8.17(수)  발표 8.19(금) 예정

신청 홈페이지(seochocf.or.kr) 공지사항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tanz@seochocf.or.kr) 제출

혜택 소정의 활동비 지급(15만원), 수료증 발급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7.2805
본 광고는 유료로 게재하는 광고입니다.

토토稅! 「8월 토요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일시 8.13(토), 8.27(토) 10:00~12:00 

장소 서초구청 세무관리과(7층)

대상 서초구민 누구나(회차별 6명) 

신청방법 전화예약 접수신청(선착순)

상담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전문세무사 상담

문의 세무관리과 ☎02.2155.7370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안내

납부서는 우편발송 됩니다. 납부서를 받지 못

했거나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반

드시 인터넷 또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를 통

해 직접 신고·납부 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

세요.

과세대상 7.1 현재 서초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세액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

[250원/㎡(330㎡초과시)]

신고·납부기간 8.1(월)~8.31(수)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납부(etax.

seoul.go.kr), 우편, 팩스, 방문신고 후 금융

기관 납부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8786~8790

주민세 개인분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과세기준일 매년 7.1

납부기한 8.16(화)~8.31(수)

납부세액 6000원(내국인은 세대주에게 부과, 

외국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부과)

납부방법 고지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RS(☎1599.3900), ETAX 또는 STAX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6573~5(서

초), 8772~6(반포), 5211~5(방배·양재)

「나만의 텃밭키트 만들기 & 요리교실」 어린이 참가자 모집

운영일자 

•텃밭 키트 만들기: 9.17(토) 11:00~12:00, 13:00~15:00 (2회)

•요리 교실: 9.24(토) 10:00~12:00, 13:00~15:00 (2회)

장소 청룡텃밭 채화원(신원동 225)     

대상 서초구민(만 4세 이상~초등학교 3학년)  

수강료 무료

신청기간 8.8(월) 10:00~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서초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에서 신청

문의 공원녹지과 ☎02.2155.6879

아버지센터 8월 강좌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명 접수기간 강의일시 수강료

[Zoom] 사진작가 김완모의 스마트폰 촬영에서 영상편집까지 ~8.17(수) 8.18~10.20 매주 목 19:00~21:00 20만원

[Zoom] 남녀노소 두뇌스포츠, 바둑초보탈출 ~8.15(월) 8.16~10.4 매주 화 19:00~20:00 10만원

오일 파스텔로 그리는 '힐링 아트' ~8.9(화) 8.10~8.31 매주 수 14:00~16:00 7만원

함께 연주하는 '클래식 기타' ~8.4(목) 8.5~8.26 매주 금 10:00~12:00 7만원

사군자, 수묵화 강좌 '세상을 화폭에' 8월 상시모집 매주 토 10:00~12:00(12회) 21만원

[남성전용] Pre-chorus(성악 기초반) ~8.9(화) 8.10~8.31 매주 수 17:30~19:00 7만원

[남성전용] 행복한 아버지 합창단 ~8.4(목) 8.5~8.26 매주 금 19:00~20:30 7만원

[일일특강] 스마트폰 사진 원포인트 레슨 ~8.10(수) 8.11(목) 10:30~12:10 2만원

[일일특강] 심플워크 : 단순하게 일하는 방식 ~8.23(화) 8.24(수) 19:30~21:00 2만원

[일일특강] 자녀와 함께하는 바둑놀이(부모1+자녀1) ~8.19(금) 8.20(토) 16:00~17:30 3만원

[일일특강] 데이터의 주인이 되는 금융앱 사용법 ~8.30(화) 8.31(수) 19:30~21:00 2만원

[일일특강] 셀프 홈스타일링 오리엔테이션 ~8.29(월) 8.30(화) 19:30~21:00 무료

신청방법 아버지센터 앱 또는 홈페이지(papa-power.com)

문의 서초구 아버지센터 ☎02.2155.8398, 8400

샤론홀샤론홀샤론홀샤론홀샤론홀

19:3019:3019:3019:30

02.6094.1002

출연: 르블랑 앙상블출연: 르블랑 앙상블출연: 르블랑 앙상블출연: 르블랑 앙상블출연: 르블랑 앙상블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르블랑 앙상블

샤론홀

19:30

서초실내악축제

출연: 르블랑 앙상블출연: 르블랑 앙상블출연: 르블랑 앙상블

02.6094.1002

일시 8.14~9.4 매주 일요일 11:00, 13:00

장소 서초동물사랑센터(양재천로19길 22)

내용 도자기를 빚어 직접 만드는 댕댕이 식기

대상 반려견을 키우는 서초구민 누구나

교육비 5000원

접수기간 8.1(월) 11:00~8.5(금) 17:00

접수방법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선착순 마감)

문의 서초동물사랑센터 ☎02.6956.7980

 동물사랑센터 댕댕이 도자기 식기 만들기 강좌

1 면
요

1 면 

1 면
주

나트륨 
줄이기

나트륨 
줄이기

나트륨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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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줄이기

나트륨 
줄이기

서초알림이 2 건강지킴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

용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과 세대원 특성 기준(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nergyv.or.kr) 참조

지원금액 1인(13만7200원)~4인(34만7000원)

신청기간 12.30(사용기한 2023.4.30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 바우

처 재신청 필수)

문의 기후환경과 ☎02.2155.6471 

건강보험 제증명서  
전화 신청 발급 중단 안내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고객 

응대를 위하여 공단 직원과 고

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건강보

험 제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 

등) 전화 신청 발급이 중단되었

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

지, 무인민원발급기 등 신속하고 편리한 비대

면 발급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02.530.0115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

던 서초모자보건지소 부부 토요출산교실이 9월

부터 대면교육으로 진행된다. 부부 토요출산교

실은 엄마 중심의 교육이 아닌 부부가 함께 △분

만 시 진통을 감소 시켜주는 ‘라마즈 호흡법’ △

신생아 관리에 대한 ‘똑똑한 부모의 신생아 케어’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및 방법을 배우는 ‘행복

한 눈맞춤, 모유수유’ 등 총 3회에 걸쳐 출산준

비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아기 모형을 비롯한 육

아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어 신생아를 안는 방법

부터 모유수유 방법까지 체험할 수 있는 등 모든 

과정에 부부가 함께하는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12시이며 월 3

회로 진행된다. 서초구 내 출산을 앞둔 6개월 이

상 임신부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건강부

모e음포털(parents.seoch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서초보건지소 ☎02.2155.8277

•주부 반, 성인 반, 청소년 반 - 2년제(나이 제한없음)
•신입생 및 편입생 - 1,2,3학년 수시모집
• 본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과정으로 수능 성적 없이 내신 성적만으로  

수도권 대학 다수 진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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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599 - 5586
지하철 4호선 총신대 ⑭번 / 7호선 이수역 ⑫번   이수역 ⑭번 출구 앞 무료 셔틀버스 운행

주간•야간 (2년제)
2022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교과서비•등록금 전액 면제!

부부 토요출산준비교실 운영 재개

어쩌다 부모? No! 엄마 아빠가 함께 출산 준비해요

손주돌보미 양성교육(3차) 교육생 모집

접수기간 8.5(금)~8.19(금)

교육기간 9월~10월 중 진행(회차 선택)

교육장소 서초구가족센터 4층 교육실(방배대로10길 10-20)

교육시간 25시간 대면 교육

교육내용 신생아 돌보기, 이유식·식습관 지도, 베이비마사지,  

동화구연, 응급처치·안전관리 등

신청 가능자 최근 1년 이상 서초구 거주 중인 자녀가정의 만1~24개월 미만 손주를 돌보는 서초구민 조부모

(서비스를 받는 조부모 또는 이용가정의 타구 이사(전출)시 서비스 중단, 변동사항 센터로 고지 의무)

지원내용 교육 수료자에 한해 월 40시간 서비스 진행 시 월 최대 30만원 지원(기본 6개월)

접수문의 서초구가족센터 ☎02.576.2853, ☎070.7433.6624

주민센터 찾아가는 무료 기억력 검진

대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누구나

내용 기억력 검진 및 1:1 치매예방상담

일시 및 장소 각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일시 장소

반포3동 8.2 주민센터 4층 문화교실

반포2동 8.8~8.9 주민센터 2층 도서관 내 회의실

잠원동 8.22~8.23 주민센터 5층 대강당

반포4동 8.26~8.29 주민센터 민원실 앞 자원봉사 캠프 사무실

방배본동 9.5~9.6 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

방배2동 9.19~9.20 주민센터 2층 도서관 앞

방배3동 9.23~9.26 주민센터 6층 회의실

양재1동 10.17~10.18 주민센터 2층 방문간호실

내곡동 10.24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양재2동 10.31~11.1 주민센터 4층 대강당

운영시간 10:30~16:00(점심시간 12:30~13:30)  비용 무료(신분증 지참)

문의 서초구치매안심센터 ☎02.2155.7080, 02.591.1833

걷기운동교실 프로그램 모집

대상  서초구민 및 관내 직장인

내용 •주 2회 걷기운동 프로그램 참여

           •올바른 걷기 및 스트레칭 교육

장소  반포종합운동장

비용  무료

신청  8.22(월)~9.2(금) 방문접수

(서초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

문의  건강관리과 ☎02.2155.8074

나트륨줄이기 체험단 ‘Na잡는 밥상특공대’

대상 서초구민   일시 매주(금) 15:00~16:30

(1기) 8.12, 8.19, 8.26, 9.2(2기) 9.16, 9.23, 9.30, 10.7

장소 방배보건지소 2층 식생활 교육실

내용 •나의 밥상 돌아보기, 단맛 짠맛 바로보기

             •저염소금, 천연당 만들기 등 실습 

신청 전화접수(선착순 마감)

문의  방배보건지소 ☎02.2155.8585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안내

대상 만60세 이상 서초구민

내용 인지기능 선별검사 및 혈액검사 후,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침시술·한약

처방 및 개별 건강상담 진행

장소 •약선당한의원(청두곶3길 19) ☎02.525.1075

               •햇살고운한의원(동산로 63) ☎02.576.1114

               •경희라라한의원(동작대로 120) ☎02.588.5507

               •자연담은한의원(서초대로54길 29-13) ☎02.3486.6119

비용 무료(신분증 지참)

신청 ~8.26(금)까지 각 한의원 전화 및 방문신청(선착순 30명)

문의 의료지원과 ☎02.2155.8119 및 각 한의원

구분 심화교육 기본교육

교육대상 관내 법정교육 의무 대상자 서초구민(가족포함), 관내 AED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시간 목요일(14:00~18:00), 4시간 토요일(10:00~12:00), 2시간

장소 중앙응급처치교육원 2층(효령로67길 71-9)

강사 1급 응급구조사

신청 중앙응급처치교육원(gocpr.org)  비용 무료

문의 건강관리과 ☎02.2155.8049, 중앙응급처치교육원 ☎1533.2563

‘세 살 식습관 여든까지’ 비대면 연령별 식습관 교육

강의일 대상 내용

9.7(수) 13:00-14:00
초기·중기

(4~9개월 부모)
초기, 중기 이유식 
Q&A시간과 이유식거부 상담

9.14(수) 13:00-14:00
후기·완료기

(10~24개월 부모)
중기, 후기 이유식 
Q&A시간과 이유식거부 상담

9.21(수) 13:00-14:00
유아식

(만1세~5세 부모)
유아식 전 과정, 편식사례 및 교정
Q&A시간과 편식상담

신청 건강부모e음포털 8.1(월)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02.2155.7583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상설교육

대상  서초구민 및 관내 직장인

일시  12.3 까지 

내용  AED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이론 · 실습

qr 삽입예정qr 삽입예정

순산을 위한 임신부 필라테스

대상  임신 16~35주 이내 임신부

일시  9.2~9.30 매주(금) 10:00~10:50

내용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부들의 필라테스 홈트레이닝

장소  서초모자보건지소 배움터

강사  박서희(소피아의 임산부 요가 저자)

신청  건강부모e음포털(parents.seocho.go.kr)

               8.4(목) 09:00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02.2155.7581

qr 삽입예정qr 삽입예정

qr 삽입예정qr 삽입예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운영시간 보기

느티나무쉼터 스마트스쿨 수강생모집

스마트스쿨은 시니어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곡느티나무쉼터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접수기간  8.11(목)까지

교육기간  8.22(월)~12.9(금) 16주간

신청대상  55세 이상 서초구민

교육장소  내곡느티나무쉼터

(염곡말길9)

문의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02.6953.7133~4

구분 강의명 강의일정 수강료

기초강의

(12주)

실봇과 함께하는 두뇌튼튼 체조 매주 월 

무료
보미로봇과 함께 기억력 점프업! 매주 수

왕초보 스마트폰 매주 금

스마트폰 기초 매주 월, 수, 금

활용강의

(16주)

스마트폰 활용 A, B 매주 수, 목

4만 

8000원

생활앱 활용 A, B 매주 수, 목

편리한 스마트폰 세상 매주 수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부터 편집까지 매주 수

디지털 드로잉 초급/ 중급 매주 화

유튜버 입문 매주 금

프리미엄

(12주)

스마트하게 여행하기 매주 월 14:00~16:00

나만의 블로그 만들기 매주 화 10:00~12:00 

유튜브 크리에이터(중급) 매주 수 10:00~12:00

강좌명 강의일정 수강료

스마트폰 정복과정: 캘린더, 지도, 삼성NOTE 8.9~8.30 매주 화, 목 11:00 무료

작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글쓰기! ‘나를 들여다보는 에세이’ 8.10~9.28 매주 수 10:00~12:00 4만원

아이패드 활용과정: 내 손 안에 만능다이어리! 8.10~8.31 매주 수 14:00~16:00 2만원

내가 좋아하는 사진으로 티셔츠에 디자인해보자! 8.11(목) 13:00~15:00 1만5000원

내가 좋아하는 사진으로 쿠션에 디자인 해보자! 8.18(목) 13:00~15:00 1만5000원

여름방학특집 홈캉스 아카데미 ‘나를 가꾸는 라이프 스타일링’ 8.23~8.30 매주 화 11:00 무료 

남성과 여성의 심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8.23(화) 10:00~12:00 무료 

공간을 디자인하다 ‘VR 홈테리어 탐구과정’ 8.25~8.26 목, 금14:00~17:00 무료 

인생후반 필수로 알아야하는 법률지식 ‘오늘의법’ 증거 만들기 8.26(금) 10:00~12:00 5000원

대상 50+세대(만50세~64세)

신청방법 매월 20일 서초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50plus.or.kr/sch) 신청

문의 서초50플러스센터 ☎02.579.5060

 50플러스센터 8월 강좌 모집안내

1 면
요

1 면 

1 면
주

1 면
요

1 면 

1 면
주

나트륨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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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페스티벌
9.23(금)~9.25(일) 반포대로 일대

종합 3 

서리풀 기자단
공개모집

서초구 유튜브 채널
구독 어때~                   이벤트
서초구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서초구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벤트기간 8.12(금) 까지

이벤트대상 누구나 참여가능

이벤트경품 총 100명에게 기프티콘을 쏩니다

➊ BHC 치킨 세트 20명

➋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30명

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50명

당첨자 발표 8.18(목) 유튜브 공지 

및 개별통보

참여방법

➊  서초구 유튜브 채널

“구독” 누르고!

➋ 서초구 이벤트 영상 “좋아요” 누르고!

➌ “댓글”까지 달면 미션 완료!

➍  구독 인증샷 캡쳐하고, 

네이버폼에 업로드하면 참여 완료!

문의 홍보담당관 ☎02.2155.6253

서초구 소식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하는 서초구 소식지에서 구

민 기자를 모집합니다. 내가 쓴 기사가 서초의 이야기가 되는 특별

한 경험, 지금 도전하세요!

모집인원 8명 내외

모집대상 ➊ 만 18세 이상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➋ 연 3회 이상 기사 작성이 가능한 분(현장 취재 및 사진 촬영 포함)

➌ 기자적 소양을 갖추고 서초구 구정에 관심이 많은 분

    (관련 분야 경험자는 우대하나, 경험이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활동기간 2022.9~2024.9(2년)

활동내용 서초구 소식지 취재 활동 및 기사 작성

활동혜택 ➊ 소식지 기사로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➋ 기사 작성 특강 · 간담회 개최, 기자증 발급

➌ 구정행사 등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우수 활동자 구청장 표창 추천 등

신청기간 8.12(금) 까지

신청방법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eunoia@seocho.go.kr)

결과발표 8월 중순(선발자 개별 연락)

문의 홍보담당관 ☎02.2155.6253

구독 좋아요

응모 바로 가기

qr 삽입예정qr 삽입예정

독자참여 ‘색칠하기’

• 위 그림을 예쁘게 색칠한 뒤 사진을 찍어 8월 15일까지 QR코드로 연결되는 페이지로 제출해주세요. 

채택되신 10분께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헌옷으로 만든 아트블럭 벤치와 휴게공간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각 동주민센터(푸른서초환경실천단)에 

안 입는 옷을 기부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부하신 옷으로 페스티벌의 한 공간을 장식할 수 있어요.

서초구 유튜브 구독 
이벤트 바로가기

qr 삽입예정qr 삽입예정

서리풀기자단 
신청 바로가기

qr 삽입예정qr 삽입예정

지난호 당첨자

국화, 김경란, 김명희, 나명숙, 

문태욱, 백상희, 서영민, 신향미, 

윤정희, 최흥식

서리풀 기자단

서초구의 대표축제 서리풀페스티벌이 3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9월 23일~25일 서초구를 음악으로 물들일 서리풀페스티벌을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