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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내곡 

100여 가지 다양한 직업체험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는 진로직업체험에 특화된 센

터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토요 나래소리>는 

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직업인을 초청해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수업이다.

3월에는 플로리스트, 융합한의사, 마술사, 사물인터

넷전문가 체험이 예정되어 있으며 4월에는 포토그

래퍼, 캘리그라퍼, 로봇공학자, 가상현실전문가 프

로그램이 진행된다.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체

험 희망일 2주 전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예약 가능

하며, 인기가 많아 빨리 마감될 수 있어 사전에 홈

페이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

대에 발맞춰 메타버스, 코딩보드게임, 로봇코딩/로

봇축구 등 미래 신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학부모님과 학

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위치 강남대로 190, 1층 

문의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02.574.0304

 방배

진로·진학 상담의 메카 

방배교육지원센터는 서초구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실시하고 있

다. 1:1 진학컨설팅, 진로상담·코칭 등을 무료로 받

아볼 수 있어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수시와 정시 

모집 기간 등 대학입시 시즌에는 유명 입시 학원과 연

계해 대입설명회와 진학상담도 진행한다.  

위치 방배로 13길 18, 230호  

문의 방배교육지원센터 ☎02.598.0038

글 서리풀기자 박정연 

반포
잠원

K-스타 꿈 키우는 곳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특화된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에서는 서초구 관내 유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기반의 온오프라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영어로 뮤지컬 넘버를 불러보고 연기를 배워보는 <영

어 뮤지컬>, 코딩 아트프로그램인 <예술로 코딩>, 메타

버스 공간과 캐릭터를 디자인해보는 <메타버스 디자

인>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며, 매 분기별 진행된다. 

문화예술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은 연중 수시로 제공

한다. 서초구 유아 및 청소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특강 프로그램, 방학 캠프(코딩 캠프, 문화예

술 진로 체험 등)와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더불

어 예술분야 잠재역량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발굴하

여 <서초 어린이 예술단>으로 육성하고 지역연계 공

연프로그램을 통해 서초구민들과도 예술로 소통을 

해오고 있다. 

위치 사평대로 273, 반포1동주민센터 지하 1층  

문의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02.545.4991

 

꿈과 희망이 크는 서초구교육지원센터

서초구에서는 각 권역별로 특화된 4개의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재내곡센터는 직업체험, 방배센터는 진로·진학상담, 서초센터는 인성·리더십, 

반포잠원센터는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과 함께 알찬 새 학기를 시작해보자. 

반포도서관 10주년·내곡도서관 5주년 

양재도서관 봄맞이 행사 이벤트 풍성 

2013년 3월 12일 개관한 반포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서초구의 

첫 구립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개관 10주년을 

맞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전시와 명사특

강, 체험행사, 기념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10년간 최다 대출자, 재능기

부자 등 우수이용자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내곡도서관도 개관 5주년을 맞아 마술공연, 공예체험, 도서 연체 사면 이벤

트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양재도서관도 수해복구를 마치고 3월 6일, 다시 문을 연다. 봄맞이 행사로 한

강·김연수 등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프로그램 별 신청방법 등 참여안내는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02.2155.8638

반포도서관 10주년 기념 프로그램 

구분 일정 행사명 대상

전시 3.2(목)~3.12(일) 반포도서관의 과거와 미래 누구나

체험 3.11(토) 10:00~
독서대·책갈피 만들기 

10주년 기념 퀴즈 맞추고 캡슐 뽑기 등  
어린이 

공연 3.11(토) 11:30~ 아트몹, 벌룬퍼포먼스, 마술, 저글링, 버블연극, 서커스 등 
누구나 

강연 3.11(토) 15:00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명사 특강 

내곡도서관 5주년 기념 프로그램 

구분 일정 행사명 대상

체험
3.14(화)~3.19(일)

오늘의 행운의 명작 글귀 포춘쿠키 뽑기

누구나
내곡도서관‘인생 한컷’폴라로이드 즉석 촬영

Letters to 내곡도서관 (개관축하인사 쓰기)

내.곡.도.서.관 SNS Instagram 5행시 이벤트 *온라인

3.17(금)~3.19(일) 빛으로 그리는 DIY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성인

공연 3.18(토)
책 속의 숨은 비밀,

‘책 읽어주는 미술관’마술공연
유아·
초등

전시 3.14(화)~3.19(일) 내곡도서관의 시간들, 추억 사진전시(오프/DID)

누구나
나눔

3.14(화)~3.19(일) 도서 연체 사면 이벤트 

3.17(금)~3.19(일) 과년호 잡지 나눔 장터

3.14(화)~3.19(일) 도서관 개관기념 대출자 대상 홍보 굿즈 배포

양재도서관 봄맞이 행사 프로그램 

구분 일정 행사명 대상

강연

3.25(토) 14:00 강원석 작가와의 만남

누구나3.26(일) 13:00 김연수 작가와의 만남

3.26(일) 15:00 한강 작가와의 만남 

체험
3.25(토) 15:50 시 글귀 캘리그라피 

누구나
3.26(일) 17:00 1분 캐리커쳐 

공연
3.25(토) 13:20 탁보늬 바이올린 버스킹

도서관
이용자

3.26(일) 17:00 햇바라기 어쿠스틱 버스킹

전시 3.2(목)~3.30(목) ‘소년이 온다’ 원화 전시

특집 특집

3월 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접수기간

[직업체험]양재내곡

플로리스트 편: 
하바리움&미니꽃다발 만들기

3.18(토) 10:30-12:30 초등 3.7~

융합한의사 편: 한방차&혈자리 마사지 3.18(토) 10:30-12:30 초등 3.7~

마술사 편: 마술사 직업체험 3.25(토) 10:30-12:30 초등 3.14~

사물인터넷전문가: 
IoT 체험 NFC태그 활용

3.25(토) 10:30-12:30 초등 3.14~

포토그래퍼 편: 
가짜 아이스크림 촬영해보기

4.1(토) 10:30-12:30 초등 3.21~

캘리그라퍼 편: 방향제 꾸미기 4.1(토) 10:30-12:30 초등 3.21~

로봇공학자 편: 오조봇 코딩 체험 4.8(토) 10:30-12:30 초등 3.28~

가상현실전문가 편: 
코스페이시스 체험

4.8(토) 10:30-12:30 초등 3.28~

[진로·진학]방배

1:1 진학 컨설팅
매주 화~토 
10:00-19:00

(※예약 후 개별상담)

학생 및 
학부모 상시진로상담·코칭

진로코칭카페 학부모

[인성·리더십]서초

과학토론리더십
3.8~3.29 매주 수 

15:30-17:30
초3~6 ~3.3

부모·자녀 인성멘토링
3.11~4.1 매주 토
10:00-12:00

학부모 3.7~

  

두뇌발달 측정하고 맞춤 교육 상담 받으세요 

서리풀 하이-브레인 

우리 아이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궁

금하다면 ‘서리풀 하이-브레인’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자. 

서초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두뇌발달 진단검사와 맞춤형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리

풀하이-브레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교육지

원센터와 카이스트 스핀오프 기업인 ‘OBELAB’이 힘을 

합쳐 만든 새로운 형태의 두뇌발달 검사로 인체에 무해한 

‘널싯 라이트(NIRSIT-LITE)’ 장비를 활용해 뇌산소 변

화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미있는 태블릿 게임을 통해 전두엽의 대표적인 기능 영

역인 언어 유창성, 주의력과 통제력, 기억력 등 아동의 전

반적인 인지 발달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와 또래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강점과 약점영역 

등을 알 수 있는 시각자료는 현장에서 바로 제공된다. 이

를 토대로 서초구교육지원센터 선생님에게 아동의 발달정

도와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초등학교 1~6학년 아동이 대상이며 신청은 서초구교육지

원센터 홈페이지(seochoedu.or.kr)에서 할 수 있다. 

도서관 생일파티에 

서초

사회성·자기효능감 쑥쑥 

서초교육지원센터는 인성·리더십 함양을 위한 컨퍼

런스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대표 프로그램 

<인성컨퍼런스: MeUs 바다>는 쥘 베른의 소설 ‘15

소년 표류기’의 스토리를 모티브로 하며, 소설 속 상

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토론을 통해 찾아

간다. 이외에도 과학토론 과정을 운영해 참여 학생

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도덕

성, 유연성과 사고력, 자기주도능력, 책임감, 사회성, 

자기 효능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위치 사임당로 89, 5층

문의 서초교육지원센터 ☎02.588.2589

글 서리풀기자 배민아 

놀러오세요

서초구교육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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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뮤지컬 ‘페임’ 공연을 펼친 서초 청소년들 



도심 속 생태체험공간으로 

송동근린공원·서초약수터

송동근린공원 유수지와 서초약수터가 생태체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송동근린공원 유수지는 

양재천과 우면천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노후한 배수시설 정비와 함께 유수지 

내 위해식물들을 제거하고 습지 생태경관을 회복

하고자 했다. 당초 계획보다 더욱 많은 나무와 꽃

들을 심고, 작은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으며, 관찰과 산책을 위한 목재데크길을 연장

해 특색 있는 공원으로 꾸몄다. 

서초약수터도 우면산 샘물을 이용한 도롱뇽 서식지

로 복원했다. 탐방로와 함께 생태습지, 초화원 등을 

설치해 소중한 생태체험공간으로 태어났다. 내년까

지 서초약수터와 방배래미안아파트, 방배배수지 공

원 등을 잇는 무장애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위치 및 문의  

•송동근린공원: 우면동 777 

  공원녹지과 ☎02.2155.6864

•서초약수터: 서초동 산52-17

  공원녹지과 ☎02.2155.6883

마을입구 자투리 경작지의 변신  

능안어린이공원

능안어린이공원은 2005년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지

만 보상을 시행하지 못해 오랜 기간 마을 입구의 

사유 경작지로 남아있던 곳이다. 자칫 훼손되고 

다른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었던 공간이지만 주민

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보상을 

마치고 공원으로 조성했다. 능안어린이공원 역시 

세대융합 공공 공간으로 어르신 운동기구 및 산책

코스, 그물 놀이대, 그네,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 

파고라, 의자, 잔디마당 등을 설치해 다양한 연령

층의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왕벚나무, 배롱나무, 화살나무, 황매화, 산

철쭉 등 일상에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

운 조경수도 만나볼 수 있다. 

위치 내곡동 168-10

문의 공원녹지과 ☎02.2155.6864

기획기획

세대융합 & 친환경
트렌디한 서초 공원에 가볼까요? 

예술어린이공원이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세대

융합 공공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세대융합 공공 

공간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노인과 어린

이들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예술어린이공원은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 

점을 감안해 어르신들이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니어 놀이기구와 건강트랙, 작은 텃밭 등을 함

께 배치했다. 노후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산뜻한 

컬러의 조합놀이대로 새롭게 교체하고 안전한 바

닥으로 재포장했다.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며 세대 갈등도 완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위치 서초동 1455-4

문의 도시디자인과 ☎02.2155.6195

서초  

우면산 무장애숲길(12월 예정)

반포

길마중 초록산책길(잠원IC~신사2고가)(11월 예정) 

바람의숲길(한강~우면산)(11월 예정) 

방배

방배로 빗물정원길(10월 예정) 

도구머리근린공원 정비(8월 예정)  

양재

원터골 등산로 만남의 광장(6월 예정)

동산어린이공원 세대융합 공공 공간 조성

(11월 예정) 

※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순환·정화 돕는 녹색 공간   

빗물정원

빗물정원은 도심의 물을 순환시키는 녹지공간으로 

도시 경관도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어 인기다. 빗물

정원은 아스팔트 위로 흘러가 버리는 빗물을 녹지

로 스며들게 하고, 습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

들을 심어 최대한 빗물을 가두도록 조성된다. 이후 

식물의 광합성 과정 등을 통해 물이 증발하며 정화

작용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방배로 일대와 서초대로 구간(서초역~교대역)

에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위치 서초대로 교대역~경부고속도로 구간 

문의 공원녹지과 ☎02.2155.6894

재활용·친환경 소재로 만든 휴식처  

언남문화체육센터 쉼터 

언남문화체육센터 앞 쉼터는 매헌초등학교와 양

재근린공원을 잇는 통행로로 학생을 비롯한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간이지만 시설물이 노후해 외면 

받아온 공간이다. 서초구는 폐플라스틱 등 재활

용·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감성적 디자인의 벤치와 

테이블을 새롭게 설치했다. 낡은 보도블럭과 주변 

조경도 정비하였으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보강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쉼터로 

조성했다. 

위치 동산로13길 35

문의 도시디자인과 ☎02.2155.6189

2023년 조성되는 
공원과 산책로 

3代가 즐거운 놀이터  

예술어린이공원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단장한 서초구의 공원과 산책로로 나가보자. 

따뜻한 봄 햇살과 새싹이 마음의 여유를 선물할 것이다.

봄 기운 충전! 
추천 스팟

싱그러운 봄빛 가득

양재천 산책로 

하천을 따라 도보와 자전거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모두가 즐겨 찾는 산책 코

스다. 양재천길 카페거리에 들러 느긋하게 봄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신사역 4번 출구

강남역

양재역 
12번 출구

양재음악
산책길

서초구청

논현역

신사역 굴다리

잠원 IC

반포 IC

길마중 3교

길마중 2교

길마중 1교

서초 IC

도심에서 만나는 울창한 숲길 

길마중길 

주민들과 인근 직장인들의 사랑을 받

고 있는 산책로다. 경부고속도로를 따

라 완충녹지로 조성된 3.9km의 숲길

로 마사토(굵은 모래)가 깔려있어서 

걷기에 좋다.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사이로 걸으며 느낄 수 있

는 평화로움이 매력이다. 

01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 

매헌시민의숲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매헌시민의숲. 가을철 단풍명소로 

유명하지만 봄에도 다양한 봄꽃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목련과 진달

래와 산수유, 개나리, 튤립, 벚꽃, 

서부해당화 등 색색의 봄빛을 자

랑하는 꽃들을 만나보자. 

봄 향기 한아름 

양재꽃시장

분화, 절화, 모종, 자재 등을 저렴

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다양한 

허브와 선인장, 계절을 대표하는 

꽃 화분 등을 구경하다 보면 힐링

은 물론 성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매헌시민의숲

문화예술공원

양재초등학교

양재꽃시장

양재천 

강
남
대
로

경
부
고
속
도
로

매헌시민의숲역

양재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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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2023.3 0504 기획기획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첫 번째 연구활동 마무리

먼저 ‘저출생·고령사회 서초구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서초복지정책연구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더 나아

가 인구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감소와 경제적 활력의 저하를 완화하

기 위해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와 노인의 편

의를 고려한 ‘친고령사회’ 수립을 제안했다. 마지막

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는 

주거지원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에 나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연구회에서 ‘서초구 복

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

책적 대응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

다. 결과보고서는 각종 위기 정보 입수와 다각적인 홍

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더 힘써야 한다고 밝

혔다. 또한 위기가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더욱 전문적

인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

안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보다 실

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단체인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

회는 서초구의 동별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여 쇠퇴

지역을 선정하고 의제 발굴을 위해 기초 연구를 진행

했다. 더 나아가 서초구 도시 특성을 반영한 ‘서초형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구축하여 서초구 쇠퇴지역의 

효과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회는 집

계구 쇠퇴분석 3단계 과정을 통해 19개 구역을 도출

한 후 지역생활권별 쇠퇴지역을 선정했고, 주민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현황분석을 통해 최종 쇠퇴지

역 정비모델을 구축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초구는 아파트 지역을 중심

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비아파

트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쇠

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과 기반 시설 및 커뮤니티 활

성화 중심의 도시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

했다. 아울러 쇠퇴지역을 단기(도시 재생적 접근)와 

중장기(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 재건축별 정비 및 

규제 완화)로 나눠 정비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연구

회는 향후 도시 정비·재생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초형 쇠퇴지역 정비모델의 단기·중장기 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서초구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9대 서초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초복지정책

연구회(대표 고선재)와 서초구 쇠

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대표 김성

주)가 각각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

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했다. 그

동안 오세철 의장을 비롯한 16명 의

원 전체가 두 연구단체로 나눠져 연

구용역 보고회, 현장방문,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

해왔다. 앞으로 두 연구회는 도출된 

성과를 토대로 서초구의 삶의 질 향

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초복지정책연구회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

서초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회

서초구의회는 2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24회 임시

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세철 의장의 개회사

를 시작으로 이현숙, 김성주, 안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과 4개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

서는 상임위별 현장방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2회계연

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진행한다.

오세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의 참담

한 현실에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수조

사를 통해 서초구 건축물의 내진설계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61

서초복지정책연구회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

2022.10.10~13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 설립 

및 활동계획 수립 

2022.11.3
연구회 출범식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022.12.2
관내 복지기관

현장방문 

2022.12.20~21
태안군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 방문 

2023.2.15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

2023.2.15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

2022.11.4
연구회 출범식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관내 도로열선 공사 현장 방문 

2022.12.26
정책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회 

2022.10.10~13
서초복지정책 연구단체

설립 및 활동계획 수립 

2022.12.15
정책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회 

2022.12.20~21
남해군/거창군

우수사례 현장 견학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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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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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 최고 스펙! AI 교육 받고 역량 쑥쑥  
‘2023 서초 4차산업 칼리지’ 시작
다양한 맞춤 교육 과정으로 실무형 디지털 인재를 

키우는 ‘서초 4차산업 칼리지’가 시작된다. 양재·우

면동 일대 AI 혁신거점 조성에 발 맞춰 청년들이 시

대가 원하는 인재로 사회 진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준비한 무료 교육 과정이다.  

먼저, ‘서초 AI 칼리지’는 올해로 4회차를 맞는 서초

구의 대표적 AI 전문교육과정이다. 전공자·비전공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본, 심화, 프로젝트 과정으

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4차산업 관련 마

케팅·홍보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술영업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도 운영된다. 클라우드 서

비스 구축과 보안 교육을 배우는 클라우드 과정, 블

록체인 과정과 연계한 NFT 과정, 파이썬을 활용한 

e커머스 교육, 사용자 시각에 맞춘 앱과 웹을 만드는 

UX·UI 디자인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원하는 과정

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1인 미디어 취·창업 희망자를 위한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 AI학습을 위한 데이터분류 및 가

공을 배우는 데이터라벨링 과정, 전산회계·세무 자격

증 취득 과정 등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

과정이 개설된다.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자기소개서 및 면접 대

비를 위한 1:1 취업컨설팅도 운영한다. 지난해 관심

이 가장 뜨거웠던 과정으로 올해는 최대 3회까지 무

료로 받을 수 있다. 각 과정 별 모집 및 운영일정은 

QR코드를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6688, 8770, 8981

서초구의 대학생들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를 

방문해 한국문화와 서초의 매력을 알리는 민간 외

교관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2016년 서초구-파리15구 MOU체결 이후 양 

도시간 문화교류 사업으로 진행된 스터디 프로그램

을 통해 2019년에 파리에서 서초로, 2020년에는 서

초에서 파리로, 지난해는 다시 파리15구에서 서초

구로 대학생을 파견했다. 이번 교류는 서초구 MZ

세대 대학생 6명으로 구성되어 7일간 파리15구청

사, 파리 필하모닉 음악박물관 및 유네스코 본부 방

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난해 서

초를 방문한 파리 대학생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특

히 파리15구청사 방문일정에서는 구청장과의 만남

도 가졌으며 양 구의 교류방향 및 청년 정책, 서초

구 우수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다. 향후 참가

자들은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서초 청년네트워크’

에 참가해 파리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청

년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여정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하는 브이로

그로 제작해 서초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16년 파리15구와 우호협

력을 맺고 서래마을 파리15구 공원 조성, 파리15구 

공원 내 우정기념 식수, 파리15구의 대표 축제 ‘코

리안엑스포’ 참가 등 양 도시간의 돈독한 우정을 

다지고 있다.

문의 행정지원과 ☎02.2155.6181

서초 대학생, 파리15구에서 
민간 외교관으로 활약

“파리에 한국 문화를 적극 알리고 싶어요!”

다양한 곳을 방문해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리15구청에서 진행한 티타임을 통해 서초구와 파리15구가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 이동렬

“ 

”

종합 12023.3 07

왼쪽부터 최예준, 소윤선, 윤지인, 양신영, 정제니, 이동렬 학생 한식문화를 알리는 AMA협회에서 프랑스학생들과 찍은 사진 

파리15구 관계자와의 만찬

06 의회



테마가 있는 우리 동네 탐방 ③

몸과 마음이 산뜻한 한 끼 ‘비건 맛집’
건강한 식습관, 동물복지, 환경보호에 가치를 두고 채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비건 식당들이 등장했다. 

비건(Vegan) 식당은 채소와 과일 등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는 식당들을 통칭한다. 

일주일에 한 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식생활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양재천 카페거리에 위치한 내추럴 브런치&와인 카페이다. 채식이 맛이 없을 것이라

는 편견을 깨는 맛있는 메뉴들이 많다. 메인요리로 샐러드, 파스타, 피자 등이 있으

며 스콘이나 케이크 등의 디저트 또한 맛볼 수 있다.

운영시간 수~토 11:30~21:00, 일 11:00~16:00(매주 월, 화 휴무)

위치 양재천로 103-1

문의 ☎0507.1351.0299

플랫오
맛 없는 채식? 편견 깨는 한 끼 

사당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비건 카페이다. 모든 음

료를 식물성 재료로 만들며, 다양한 케이크 종류를 만날 수 

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케이크들을 맛보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운영시간 매일 12:00~22:00

위치 방배천로4안길 48

문의 ☎070.4015.5314

카페 거북이
비건 음료·디저트 맛집 

내방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비건 베이커리다. 모든 

제품들은 글루텐이 없는 우리밀 통밀로 만든다. 여러 

종류의 디저트를 판매하며 쫀득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타르트가 가장 인기다.

운영시간 화~일 8:00~18:00(매주 월 휴무)

위치 방배로23길 5

문의 ☎010.7730.8559

베이크샵 피봇
글루텐 프리-쫀득한 타르트가 인기 

7

6

4

5

주말에는 웨이팅도 있을 만큼 잘 알려진 비건 맛

집이다. 신선하고 풍부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남

미플랜트랩 방문을 추천한다. 

치아바타에 과일과 소스가 올려져 있는 맛있는 

식전 빵을 맛볼 수 있으며 대표메뉴는 치즈야채

피자와 파스타베르데이다. 사당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운영시간 월~일 12:00~21:00 

(16:00~17:30 브레이크 타임 *주말제외)

위치 방배천로4안길 55 2층

문의 ☎02.522.1276

남미플랜트랩
신선하고 풍부한 맛의 치즈야채피자신논현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모든 메

뉴는 고기, 치즈, 우유를 비롯한 동물성 식재료

를 사용하지 않고 구성된다. 다양한 비건 간식

들과 식재료를 판매하는 그로서리(상점)가 있어 

쇼핑하기에도 좋고, 2층에서는 확장 이전한 제

로웨이스트 샵 ‘덕분애’도 만날 수 있다.

운영시간 월~토 11:00~20:00 

(14:20~16:30 브레이크 타임 및 매주 일 휴무)

위치 서운로26길 11

문의 ☎02.6092.8575 

비푸스 
비건 카페, 레스토랑, 그로서리가 

한 곳에   

‘한국판 미쉐린 가이드’라고 불리는 ‘블루리본 서베이’에 2022

년, 2023년 연달아 선정된 비건 맛집이다. 모든 메뉴에 우유, 계

란, 버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건 음식의 신세계’라고 불릴 만

큼 햄버거, 파스타, 타코 등 다양하고 맛있는 채식메뉴를 맛볼 

수 있다. 콤부차를 비롯하여 다양한 음료와 와인을 곁들이기에

도 좋다. 서래마을 프랑스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운영시간 화~일 11:30~21:30 

(15:30~17:00 브레이크 타임 및 매주 월 휴무) 

위치 서래로1길 10

문의 ☎0507.1440.3323

푸드더즈매터
2년 연속 블루리본 선정된 서래마을 맛집 

1

2

3

2023년 서초구소식이 야심차게 준

비한 연간 기획 ‘테마가 있는 우리

동네 탐방’. 매달 특별한 주제로 서

초구의 매력있는 장소들을 소개합

니다. 이 페이지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소식

지 ‘리뷰&제안’ 코너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동네 맛집, 카페, 문화시

설 등 명소들을 추천해주세요!

※ 4월호에는 양재천길 맛집을, 5월호에는 

수제버거 맛집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알고 있는 맛집들을 추천해주세요! 

연간기획 연간기획

성수동 비건 핫플 ‘홀썸’이 양재동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열두 달을 가장 맛있게 누릴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요리와 디저트를 제공

한다. 키쉬와 타르트, 스콘은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며 제철 디저트를 정기 배송하는 ‘월

간홀썸’ 서비스도 운영중이다. 4월 정식 오픈 

전까지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운영시간 수~금 8:30~18:00, 토 11:00~18:00 

(15:00~16:00 브레이크 타임, 매주 일, 월, 화 

휴무)

위치 양재천로19길 19

문의 ☎010.2807.1156

홀썸
양재로 이사 온 성수 핫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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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께 감사드립니다.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올 겨울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1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인 성금과 성품은 약 16억 5000만원으로 

예상했던 목표보다 130% 많은 모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어려운 시기를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사랑이 서초의 희망입니다. 

2023.1.15~2.14

 (단위: 원)

서초1동┃문향심 10만·한평한우 2만·정성훈 10만·

정태수 25만·정태희 20만·서초동신교회 20만·서

초호민교회 10만·동궁재가복지센터 30만·창신교회 

1000만·서초1동주민센터 3만5500·더샵서초 입주자

대표 30만·새마을부녀회 22만6800(식품꾸러미)

서초2동 | 래미안리더스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00

만·김보미 1만·래미안서초에스티지아파트 경로당 

20만·서초동원베네스트입주자대표회의 20만·서초

2동주민일동 9630·직능단체협의회 20만(빵)·국제

위러브유운동본부 105만9620(이불)·㈜한국삼공 185

만9200(마스크)·김영모과자점서초본점 43만2800(빵)

서초3동 | 나정임 30만·㈜이엠피에이씨케이코리아 

50만·김성균 50만·㈜온넷시스템 50만·㈜대우경

제연구소 50만·이대하 5만·박상길(세황부부한의원) 

50만·지방공기업평가원 200만·산정현교회 2500

만·한빛삼성아파트입주자회의 30만·탐라도야지 

100만·황현정 5만·김유은 5만·안해경 5만·이정

원(14통장) 15만·임명주 3만·35통우방유쉘APT 20

만·오말수 20만·산악회 50만·박연숙 10만·청소

년아동복지위원회 10만·현대슈퍼빌입주자대표회의 

300만·서초경남아너스빌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20만·서초3동주민센터 17만7070·서초경찰서 교통

과 22만9230(쌀)·서초3동파출소 7만6410(쌀)

서초4동 | 유원서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50만·서

초4동주민센터(모금함) 22만2410·서초4동부녀회 10

만·아크로비스타입주자대표회의 150만·삼양엘앤디 

100만

잠원동 | 신동중학교 24만7170·진애령 10만·권서연 

5만·강숙자 10만·잠원한신아파트 20만·조혜옥 1

만·오방순(8통장) 9만·변상철(46통) 5만·잠원현대

아파트 주민일동(18통) 10만·한신한강아파트입주자대

표회의(13통) 10만·한신한강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14

통) 10만·신사의집 30만·늘푸른교회 500만·좋은데

이 나눔재단 100만·남서울농협 20만·월드메르디앙 

주민일동 40만·주민(익명) 4만6150·이석민치과의원 

10만·문홍섭 20만·GS건설 100만·김은영 2000·

원수민 2000·이미항 3만2000·임효정 1만·나아미 

2000·허성경 2000·이승현 2000·이조경(12통장) 

10만·30통 주민 5만5000·박준후 3만·하나유치원 

30만·모금함 21만2920·김이훈(에프디이노베이션) 

10만·아우건이앤씨 200만·김희진(19통) 3만·영동

부동산 5만·10그램(신동욱) 5만·새마을지도자협의

회 20만·햇살문구 10만·잠원동성당 220만3860(식품

꾸러미)·서승완 204만4000(과일세트)·주민일동 230

만(들기름/떡국떡)·한규석 100만(떡국떡/김)·무기명 

38만2050(쌀)·드롱기코리아 주식회사 1055만5100(라

디에이터/전기주전자)·잠원강변아파트 리모델링주택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30만5640(쌀)·셀트리온스킨큐

어 10만5300·원일사 73만(겹잠바, 원피스)

반포1동 | 이신규(주민자치위원회) 10만·산성교회(담

임목사 김응신) 300만·이재선(1통장) 10만·문홍매

(4통장) 10만·반포써밋입주자대표회의 150만·싱싱

마트(김형삼) 13만8030·반포1동모금함 25만7500·

이가해장국(이상기) 5만4000(도시락)·부엉이집밥뷔

페(이복례) 8만1000(도시락)·산성교회(담임목사 김

응신) 180만(희망나눔상자)·케익오페라(이연희) 29만

5000(케이크, 빵)

반포2동 | 반포퍼스티지솔마을어린이집 10만3000·

주민자치위원회 100만·신반포교회 100만·반포

힐스테이트입주자대표회의 30만·주민(익명) 45만

2760(쌀/유과세트)

반포3동 | 정해복지재단 100만·주민(익명) 5만

7590·주민(익명) 265만4540(식품세트)·새로운교회 

300만(쌀)·족황상제 32만5600(김치)

반포4동 | 정해준 20만·김영자 3만·공맹자 5만·

테마하우스(김현자) 5만·아산빌딩(박국자) 10만·

반포미도2차아파트 50만·오용구 20만·한신서래

아파트4동1초소 10만·유경덕(총각네) 20만·통장일

동 30만·아펠바움주민일동 10만·유니끄망주민일

동 5만·리더스빌주민일동 10만·김현철 100만·박

형연 30만·효성22동주민대표 5만·삼익빌라주민대

표 5만·효성20동 201호 5만·더지음 5만·정명순 10

만·반포서래어린이집 10만2060·임정혁 10만·하늘

바람(권상희) 5만·박춘선 10만·방위협의회 50만·

반포4동모금함 13만145·박경주 30만·서래본가 50

만·2통반장 2만5000(상품권)

방배본동 | 최진호(돈거돈락) 10만·강창원 10만·원

연임 10만·방배3차e편한세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553만·김지예 10만·유기수 5만·방배아이파크 20

만·방배신삼호아파트 50만·김경희 2만·본동교회 

20만·예심교회 20만·금광중앙교회 40만·주민(익

명) 20만·방배본동주민센터 35만4050

방배1동 | 방배한화아파트 주민일동 10만·시온교회 

100만·방배1차e-편한세상아파트 100만·거성일렉

콤㈜박성래 250만·방배1,4동공유어린이집(방배, 방

배열린, 방배4동, 선우) 36만1750·롯데캐슬파크 A동 

50만·롯데캐슬파크 B동 50만·거성일렉콤㈜박성래 

585만8100(쌀)

방배2동 | 하나교회 20만·남부성결교회 100만·이일

창 30만·㈜디자인사람비젼 47만2610(식료품 등)·㈜

톰보우 285만5000(여성의류)

방배3동 | 방배그랑자이아파트 100만·남부성결교회 

100만·방배3동모금함 9만6000·55삭스 204만(양말)

방배4동 | 이강혁 15만·유중아트센터 100만·방배4

동모금함 10만2810·에덴어린이집 14만2000·방배롯

데캐슬포레스트 30만·미면정 59만4360(식사)

양재1동 | 임명수(주민자치위원) 30만·안민(주민자치

위원) 20만·한국순대(박정호) 30만·코사마트(김경

배) 10만·김대경 20만·월드빌아파트 15만·강길례

(8통장) 10만·권진운 200만·함성숙(양재2호 다이소) 

10만·강촌주꾸미(김우정) 50만·동우약국(유정훈) 10

만·㈜미래에이비엠 30만·양재쉬즈미스(송창희) 10

만·연세손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만·한솔로이젠트

관리단대표회의 30만·다인약국(서윤경) 2만·크린

토피아 5만·서초네이처힐1단지아파트 공동주택대표

회의 20만·서초세무서 150만·용명자원 50만·임순

규(13통장) 30만·추정숙 5만·삼화로지스(라병근) 5

만·오경화 10만·김옥재 10만·메이킹걸(이가영) 10

만·양재1동주민일동 11만3540·주민자치위원회 100

만·대한불교천태종 관문사 254만7000(쌀)

양재2동 | 푸른환경실천단 30만·권병조 30만·최원

일 100만·㈜상신프렌트 100만·현대강남자동차 50

만·은혜어린이집 28만630·㈜대륜씨에스 300만·

갤러리4번가 30만·제일엔지니어링 종합 건축사사무

소 300만·김수진 100만·충정향우회 20만·새마을

부녀회 50만·한국모린다(유) 1억600만(화장품)·안심

정사 305만6400(쌀)·구룡사 509만4000(쌀)

내곡동 | 내사모 50만·최남진 5만·㈜대흥교통 20

만·신흥슈퍼(김윤수) 10만·김영은 8만2000·통장

협의회 30만·장이순 200만·서울예랑교회 300만·

서울예랑교회 200만·새마을부녀회 30만·내곡동주

민센터 13만5280·새마을부녀회 90만(떡국 떡)·한빛

교회 200만330(선물꾸러미)·옛골토성 500만(능이백

숙)·서울영동농업협동조합 145만8880(한우곰탕/도가

니탕)·㈜모라니크 10만(긴팔자켓/바지조끼)·비엠씨

피(BMCP) 5000만(구충제)

문화관광과 | 서초문화원 30만·사단법인 청권사 127

만3500(쌀)

복지정책과 | 이영진(다원무역) 50만·(유)더존테크 

100만·소호정 신관 20만·윤광렬(윤재용) 100만·

㈜루시드프로모 100만(성금), 220만(핫팩)·사조대림 

1622만7216(식료품)

여성보육과 | 서초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300만·서

초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426만2900·서초구직장어

린이집연합회(회장최은주) 100만·양지2어린이집 129

만2000·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33만8000·방배

아트자이어린이집 21만4000

재무과 |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숲속반) 5만6000· 

㈜대흥교통 80만

도시계획과 | (사)서울시옥외광고협회 서초구지부 300

만·㈜한독모터스 3000만

의료지원과 | 서초구의사회 500만

서초구의회 | 서초구의회 500만

지난호 소식지 오류 정정 

방배본동 | 서초새마을금고 201만9490·주민자치위

원회 100만·유정자 30만·통장협의회 80만·명예행

정관 10만·신나는어린이집 가족일동 14만5000·롯

데캐슬헤론입주자대표회의 100만·아이엘음악학원 

100만·현대멤피스입주자대표회의 50만·온누리공인

중개사사무소 10만·돈앤오리가 10만·삼호아파트 주

민일동 118만·스타일호텔 10만·하동기업 30만·김

명섭 110만

현금
1,050,181,000원

현물
607,200,000원

총 1,657,381,000원

130도 달성
착한 마일리지 ‘서초코인’ 모아 사용하세요

서초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초코인’ 사

업을 확대한다. 서초코인은 가상자산으로 서초에

서 모으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착한 마일리

지’다. 노인종합복지관, 동주민센터 등에서 요가 

또는 단전호흡 강좌를 듣거나 자원봉사를 할 때

마다 시간당 1~3코인(1코인당 200원 정도)을 지

급받을 수 있다.

‘서초코인앱’을 통해 적립된 코인은 5코인(1000원) 

단위로 강좌 수강료를 결제하거나 복지관 식당 등 

6개 운영시설에서 시설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60세 이상 서초구민들만 서초코인을 적립·사

용할 수 있지만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주민

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탄소제로샵, 투

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등을 통해 재활용에 참여

하는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300여 개의 

‘탄소제로샵’에 주민들이 옷걸이·비닐봉투·쇼핑

백·아이스팩 등 재활용품을 기부하거나 노인복지

관, 동주민센터 등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할 때도 코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초누비단’ 등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서초

코인을 제공할 계획이며 적립된 코인은 기부도 

가능해진다. 

서초구는 서초코인 운영이 확대되면 자원순환율도 

높이고 주민들의 구정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문의 스마트도시과 ☎02.2155.8831

조례 개정 통해 운영 확대 예정

서초구는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위생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역 내 음식점 1,255곳을 대

상으로 하는 이번 ‘배달음식점 맞춤형 위생컨설팅 및 사후관리 사업’은 위

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

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평가항목은 ▲조리대 및 환풍기 관리·급수시설 관리 등 주방청결 ▲밀봉보관·온도관리 및 보관소 청결상태 등 

식재료 관리 ▲가열조리·해동관리·교차오염방지 등 식품취급 및 공정관리 등이다. 이 중 ‘우수’ 등급 에 선정

된 152곳은 서초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목록이 게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및 ‘양호’ 등급 업소 중 희망하는 10곳에 대해 ‘서리풀 클린키친 딜리버리’ 홍보도 진행한다. 주방 공개 영상

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수사례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생 평가 점수 80점 이하인 ‘미흡’

과 ‘불량’ 등급 업소 138곳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위생 감시원이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그간 서초구는 음식점 위생관리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문가와 방문객의 음식 평가로 

대표음식점을 선정하는 ‘서리풀 명소음식점’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 및 활동지원 

▲주방시설 보수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방 위생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이 있다.

문의 위생과 ☎02.2155.8022 

글 서리풀기자 민은미

위생적인 배달 맛집 알려드려요
배달음식점 맞춤형 위생컨설팅 실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초구 옴부즈만’이 활동을 시작한다. 서초구 옴부즈만은 구민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행정행위와 관련한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대리자(제3자)가 접수해 중

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이후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민원조정 권고, 의견 표명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상담이 필요한 서초구민은 고충민원신청서(서초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서초구옴부즈만→고

충민원신청)를 작성해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 서초구 옴부즈만 사무국을 찾으면 된다.

문의 서초구 옴부즈만 사무국 ☎02.2155.6057~60

주민들의 고충 들어드립니다
‘서초구 옴부즈만’ 활동 시작

독자퀴즈

지난호 당첨자

권현진, 김미란, 김성환, 김화제, 박준서,

선시윤, 송은진, 송호석, 양군애, 오은영,

유진원, 이예지, 이주희, 이한호, 이호주,

임윤선, 장영준, 정연재, 정지인, 주진배,

차현숙, 최정민, 한경훈

참여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오

른쪽 QR코드를 화면에 담아

보세요. 연결되는 화면에서 

3월 15일까지 퀴즈의 정답과 

성명, 주소, 연락처를 작성

해주세요. 퀴즈 정답자 중 23분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답 제출 

바로 가기

1. 서초구에 설치된 물 순환과 정화를 돕는 

   녹색공간의 이름은?

❶ 빗물정원

❷ 녹색정원

❸ 클린정원

❹ 식물정원

2.  다음 중 서초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생긴 홍보매체는?

❶ 유튜브

❷ 인스타그램

❸ 서초구소식지

❹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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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서초 직거래 큰장터

일시

•3.9(목)~3.10(금) 9:30~17:00

•3.23(목)~3.24(금) 9:30~17:00

장소 서초구청 광장·음악산책길 일부

품목 국내산 제철 지역 특산물, 농·수·축산물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703 

서초·119 아이돌보미 채용 안내

모집기간 3.2(목)~3.22(수) 16:00

모집대상 서초구 거주 또는 서초구 전역에서 

아이돌봄 활동 가능한 자

신청방법 서초구가족센터홈페이지

(seochofamily.com)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메일/우편 접수

문의 서초구가족센터 ☎02.6919.9746 

나비코치아카데미 기본과정 모집

모집인원 30명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모집대상 주민등록상 서초구 거주 20대 이상 여성

수강료 무료     

신청기간 3.17(금)까지

교육내용 코칭을 이해하고 코칭스킬(경청, 질문, 

반응하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 병행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청 홈페

이지 참고  

신청방법 이메일(ish1212@seocho.go.kr) 또는 

방문 접수 

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691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접수

예산규모 20억원     접수기간 5.26(금)까지 

대상사업 2024년 서초구 예산 반영을 희망하는 생활공감형 주민친화 사업 

참여대상 서초구 주민과 구 소재 직장인 모두 

접수방법 

•온라인: 구청 홈페이지→공개행정→열린재정→소통→주민참여예산    

•오프라인: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문의 각 동주민센터 또는 기획예산과 ☎02.2155.6381

1:1 디지털 상담소 운영

디지털 관련 궁금증, 이제 서초구 1:1 디지털 상담소에서 해결하세요!

일시 3월~12월, 매주 화, 목 10:00~18:00     장소 서초구IT교육센터

대상 만 55세 이상 서초구민(주민등록 기준, 1968년생까지)

내용 모바일 쇼핑, 금융앱, 배달앱, 키오스크, 사진편집, SNS 등 이용방법 무료 1:1 강습 진행 

신청방법 ※1일 1시간 이내 신청가능 

•방문: 서초IT교육센터 디지털 상담소(반포1동주민센터 4층) 방문 

•전화: ☎1600.1902 •네이버 예약: 네이버→‘서초구디지털상담소’ 검색 

문의 서초구IT교육센터 ☎1600.1902, 02.2155.8661, 어르신행복과 ☎02.2155.8854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세금고민 해결의 날’ 운영

연간 일정  상담내용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0:00~12:00

3.4 4.1 5.6 6.3 7.1

8.5 9.2 10.7 11.4 12.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전문세무사 상담 

장소 서초구청 대강당(2층) 

대상 서초구민 누구나(각 회차별 30명) 

신청방법 (사전예약)전화, 서초구청 홈페이지(세금알아보기) 

문의 세무관리과 ☎02.2155.7370 

본 광고는 유료로 게재하는 광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

기간 3.21(화)~4.10(월)

대상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확인내용 토지 지번별 ㎡ 당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kras.seoul.go.kr)

•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초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18~6921

친환경 상자텃밭 신청 안내 

아파트 발코니,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텃밭을 가꿔보세요 

일시 3.13(월) 9:00~선착순 마감 시까지

당첨발표 3.17(금) 17:00, 홈페이지 게시·당첨자 

개별 문자 안내

대상 서초구민 및 관내 기관·단체

비용 A형 7900원, B형 8600원, C형 8400원  

(1세트 당) 

신청조건 개인은 1명당 최대 3개, 단체는 최대 5

개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예약신청-행사예약 통해 

신청(신청 당일 배너 생성) 

• 인터넷사용 어려운 65세 이상 구민은 신분증 

지참 후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신청(114

세트 선착순)

※ 신청 시 유의사항 등 서초구청 공지사항 필독 

문의 공원녹지과 ☎02.2155.6876~7, 6879

본 광고는 유료로 게재하는 광고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안내

접수기간 ~3.13(월)까지 

신청자격 서초구민 또는 서초구에 생활권역(사업장, 학교 등)을 둔 3인 이상 주민모임 등

사업예산 총 5000만원

지원규모 사업별 150만원~500만원 이내

사업주제 기후환경, 마을축제, 돌봄, 특색있는 동네만들기, 반짝반짝 반딧불센터 만들기 등

접수방법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포털(seochomaeul.org)에서 접수(상세내용은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

문의 자치행정과 ☎02.2155.8627~8

전통 장 담그는 법 배우는 ‘서초장독대’ 참여자 모집

구분 장 담그기 장 가르기 장 나누기

일시 3.24(금) 10:00~11:30 5.19(금) 10:00~11:30 11.3(금) 10:00~11:30

신청기간 3.6(월) 9:00부터 선착순 30명            대상 서초구민과 서초구 소재 직장인 누구나

비용  1인당 5만원(재료비 포함) ※3과정 모두 참여 시, 1인당 된장 3kg, 간장 500ml 제공

접수방법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seochowomen.kr)

장소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서운로 26길 3, 4~7층)

문의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070.7163.2946

50플러스센터 3월 강좌 모집 

강좌명 강의일정 수강료

낚는 재미! 손맛을 느끼는 ‘낚시 시작하기’ 3.11~4.8 매주 토 10:00~12:00 2만 5000원 

연극으로 다시 찾는 나 ‘비긴어게인 연극 클래스’ 3.23~4.13 매주 목 13:30~16:00 2만원

독서를 통해 두근두근 새로운 꿈 찾기 3.7~3.28 매주 화 14:00-16:00 2만원

하와이 훌라댄스 3.8~3.29 매주 수 10:00~12:00 2만원

중국을 보는 제3의 눈 3.9~3.30 매주 목 10:00~12:00 2만원

대상 50+세대(만 50세~64세)   장소 서초50플러스센터(염곡말길 9)

신청방법 서초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월 20일부터 선착순 신청   문의 서초50플러스센터 ☎02.579.5060   

동물사랑센터 프로그램 

구분 내용 교육일정 대상 신청방법

퍼피클래스
12개월 이하 강아지(종합백신 3차접종 필수)가 

배워야 할 사회성 및 예절교육
3. 18~4. 8 매주 토 반려견을 키우는 

서초구민 누구나
(성인만 가능) 

3. 6(월) 11:00~
3. 10(금) 17:00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선착순 마감)

영양학 + 간식만들기 영양학을 배우며 간식만들기 3. 19~ 4. 9 매주 일 

인식표 만들기 동물등록번호와 보호자연락처가 새겨진 인식표 만들기 3. 24(금) 11:00

참가비 5000원(접수완료 후 안내) 

문의 서초동물사랑센터 ☎02.6956.7980

여성가족플라자 2023년 4-6월 프로그램 접수 

구분 잠원센터 서초센터 방배센터

대상 서초구민 및 서울시민 (성별 / 연령무관) 

내용 건강, 요리, IT, 인문학, 공예, 어학, 자격증, 미술, 음악, 어린이 / 청년 등 100여 개 강좌

이색강좌 
바둑, 인스타그램 마케팅, 원예심리상담사, 

민화, 어린이(10-15세) K-Pop댄스 등 
그림책 출판하기, 디저트 홈베이킹, 밥도둑 
반찬요리(야간), 홈패션 소잉클래스 등 

키즈(7-9세) K-Pop댄스,
맨즈필라테스(야간), 블로그 브랜드 만들기 

접수일정 3.6(월) 9:00부터 3.7(화) 9:00부터

접수방법 홈페이지(women.co.kr) 및 방문접수 홈페이지(seochowomen.kr) 및 방문접수 홈페이지(bbcenter.or.kr) 및 방문접수 

문의 ☎02.522.0291(내선1) ☎02.522.5291 ☎02.522.0242

※ 수강료 및 세부일정은 강좌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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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신동신정보산업고등학교·신동신중학교
☎02)599 - 5586
지하철 4호선 총신대 ⑭번 / 7호선 이수역 ⑫번   이수역 ⑭번 출구 앞 무료 셔틀버스 운행

주간·야간(2년제)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교과서비 ·등록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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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저염 챌린지 함께 해봐요~!

대상 만성질환자 가족 20명     

장소 방배보건지소 식생활교육실 및 해당가정

일시 및 내용

날짜 내용 조리시연

4.4(화) 나트륨이란? 쇠고기 미역국, 연두부 샐러드, 저염 깍두기

4.11(화)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식사 플랜

식품 구매 시 콩나물국, 소불고기, 오이파프리카 무침

4.18(화) 식품 조리 시 감자 맑은국, 단호박제육 볶음, 양배추 깻잎김치

4.25(화) 식품 섭취 시 쇠고기 우엉밥, 저염 겉절이, 단호박 달걀찜

신청 전화접수(선착순)     비용 무료

문의 방배보건지소 건강사업팀 ☎02.2155.8585

의료사각지대 주민 대상 통합의료서비스 지원

고려대 의료원과 손잡고 주민 건강 챙겨요

서초구의 만점 주민 서비스가 또 한차례 업그레이

드 된다. 서초구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글로벌 가

정 헬스케어 기업 ㈜바야다 홈헬스케어 한국지사

와 2월 7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3월부터 ‘방문

형 재택 의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방문형 재택 의료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로 ‘이동버스 방

문형’과 ‘가정방문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이동버스 방문형’은 신체·경제적인 이유로 병

원 검진 및 진료가 힘든 중증 장애인과 시설 입

소자, 독거 어르신,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

다. 혈액·소변 검사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초음파·X-레이·CT 검사 및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은 서리풀 돌봄 SOS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고려대 의료원에서 의사와 행정 

요원이 파견되며, ㈜바야다 홈헬스케어에서는 간

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파견된다. 진료 

횟수는 분기에 한 번, 1회당 20~70명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가정 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

운 어르신 및 장애인이 대상이며 진료 및 간호를 

포함하는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게 된

다. 참여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각 1명이며 매월 

두 번씩, 1회당(최대) 4가구를 방문해 진료한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55.5245, 8341

영유아도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받으세요!

대상 만 6개월~4세 영유아     

간격 각 8주 간격으로 총 3회 접종

종류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0.2mL(3㎍)

방법  •(사전예약) 온라인(보호자 대리예약, ncvr.kdca.go.kr)  

•(당일접종)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기관 서초구 5개소/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명 접종요일 전화  지역

반포키즈 소아청소년과의원 화 ☎02.533.7075 잠원동

김동균 소아청소년과의원 화 ☎02.537.9809 반포동

튼튼 소아청소년과의원 수 ☎02.573.3984  양재동

이진오 소아과의원 목 ☎02.583.9591 서초동

연세곰돌이 소아청소년과의원 목 ☎02.596.4585 방배동

문의 건강관리과 코로나19예방접종 콜센터 ☎02.2155.5497 

우리아이 이유식, 편식 습관 교육해요~

대상 영유아 부모

일시 4.5(수) 14:00~15:00, 15:00~16:00

장소 서초모자보건지소 배움터

내용  •14:00~15:00 이유식 바로 알기, 이유식 거부 솔루션  

•15:00~16:00 유아식 바로 알기, 편식 솔루션

신청  (3.13일부터) 건강부모e음포털

(parents.seocho.go.kr), 전화접수(선착순)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영양키움방 ☎02.2155.7583

똑똑! 이유식 조리교실에서 배워보세요

대상 이유식, 유아식 시기의 영유아 부모 20명 내외

일시 3.9(목) 15:00~16:20(초기, 중기) / 4.13(목) 15:00~16:20(유아식)

장소 방배보건지소 식생활교육실

내용  •이유식의 시작, 재료의 종류와 크기, 이유식 영양상담(30분)  

•미음 시연, 8배죽 또는 영양가득 진밥만들기, 핑거푸드 만들기 교육(40분)

신청 전화접수(선착순)     비용 무료

문의 방배보건지소 건강사업팀 ☎02.2155.8585

3금

서초문화원 

제54회 수요열린음악회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8:30
  02.2155.8607

서초금요음악회 <행복>
[유튜브 송출]

출연: 송은혜, 지준혁, 

코원필오케스트라
  19:30    

  02.2155.6208

7화

서초문화재단 심산 영화관
삼일절 특별상영

<항거: 유관순이야기>

 반포심산아트홀 
  10:00, 14:00

전석무료(사전예약)
  02.3477.2805

8수

서초문화원 수요시네마 

<버킷리스트>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4:00
  02.2155.8607

9목

서초문화원 차이나는 아카데미

출연: 서경덕 교수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5:00
  02.2155.8607

서초문화재단 Plus Show

<사계, 그리고 봄>

출연: 크레센도 콰르텟

 반포심산아트홀 
  19:30 전석 7000원 
  02.3477.2805

10금

서초금요음악회
[유튜브송출]

출연: 오르페우스오페라단
  19:30
  02.2155.6208

15수

서초문화원 수요시네마

<노웨어 스페셜>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4:00 전석 1만4000원 
  02.2155.8607

서초문화재단 
해설이 있는 발레 

<백조의호수>

출연: 와이즈발레단 

 반포심산아트홀 
  19:30 전석 1만4000원 
  02.3477.2805

※ 기획공연은 취소 및 연기될 수 있으며 일부 공연은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7금

서초금요음악회 <열정>
[현장공연]

출연: 박완규·김지원 

예매: 서초구청 홈페이지

 서초문화예술회관 
  19:00
  02.2155.6208

21화

서초문화재단 화요콘서트 

<하이든 교향곡 전곡 시리즈16> 

출연: 서초교향악단 

 반포심산아트홀 
  19:30 전석 7000원
  02.3477.2805

22수

서초문화원 수요시네마 

<인스턴트 패밀리>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4:00
  02.2155.8607

24금

서초금요음악회 <열정>
[유튜브송출]

출연: 박완규·김지원
  19:30
  02.2155.6208

28화

서초문화재단 Petite Concert

<Paradise(낙원)>

출연: 파라디스 앙상블

 반포심산아트홀 
  19:30 전석 7000원 
  02.3477.2805

 29수

서초문화원 수요시네마

<머니볼>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14:00
  02.2155.8607

문의 문화관광과 ☎02.2155.6202

서초문화포털

서초 문화 캘린더

3
MARCH

클래식  악기 탐구생활

대상 서초구 소재의 초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일시 4.15(토), 22(토), 29(토) 14:00~16:00

장소 서리풀청년아트센터 및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악기공방시설

내용 바이올린 제작 체험

비용 무료

방법 3.1~3.15까지 서초구청 또는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선정 시 22일(수) 개별통보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4.2912

서리풀 休 갤러리 

세모난 바다展 

전시일정 3.24(금)까지

관람시간 9:00~18:00(토·일·공휴일 휴관)

참여작가 정영은

내용 넓은 바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꿈 표현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7.8308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수평적 공존展 

전시일정 3.10(금)까지

관람시간 11:00~19:00(월·공휴일 휴관)

참여작가 강수빈, 박보정, 원선금, 황해연

내용 수직적으로 변하는 사회구조에서  

수평이 주는 의미를 생각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7.2074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Virtual Insanity展 

전시일정 3.18(토)~4.14(금)까지

관람시간 11:00~19:00(월·공휴일 휴관)

기획 김민훈

참여작가 신희상, 최낙준, 최현희

내용 가상현실과 현실을 비교하여 실존에 대

해 이야기하고자 함

문의 서초문화재단 ☎02.3477.2074

대상 임신 준비중인 서초구 (예비)부부

일시 3.29(수) 19:00~20:30

장소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1층 평생학습관

내용 행복한 부부되기, 계획 임신·태교의 중요성 등

신청 건강부모e음포털(parents.seocho.go.kr), 

전화접수(선착순)

문의 방배보건지소 모성영유아실 ☎02.2155.8154

예비부부 저녁 임신준비교실 참가하세요 건강 부모 키움학교에 참가하고 아이와 마음을 나눠보세요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예비)학부모 50명

장소 서초구청 9층 교육장

일시 및 내용

날짜 회차 내용

3. 17(금)
10:00~12:00

아이의 마음을 여는
감정코칭 1

1. 마음에 대하여
2. 부모 마음, 어떠신가요?
3. 아이 마음 앞에 선 부모 마음 바로보기

3. 24(금)
10:00~12:00

아이의 마음을 여는 
감정코칭 2

1. 부모 마음 수용하기
2. 마음을 여는 대화 vs 마음을 닫는 대화
3. 아이와 교감하는 감정코칭 이해

3. 31(금)
10:00~12:00

아이의 마음을 여는
감정코칭 3

1. 부모 마음 조절하기
2. 내 아이의 마음에 다가가기
3. 사례별 감정코칭 연습하기

신청 건강부모e음포털(parents.seocho.go.kr)

문의 건강관리과 ☎02.2155.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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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공예작품 
양재천에 모인다!
「살롱 in 양재천」 크래프트 갤러리 운영

옻칠·도자·유리공예 등 작품 전시·판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으로 지정된 양재천길에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지난해 LG전자 어나더바이브 및 책과 와인이 있는 취향도서관으로 사랑받았던 

‘로컬문화 복합공간’이 크래프트 전시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한다. 

개장 기념으로 옻칠공예가 ‘박수이’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작가 5인을 초청해 

옻칠, 도자, 유리공예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한국 공예의 멋

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예품과 함께 티 페어링, 향초 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고루 갖춘 전시회가 될 것이다. 이후에도 서울공

예박물관과 공예트렌드페어 참여 작가들을 초청해 세련된 공예작품을 연중 전

시해 양재천길 상권만의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로 확장할 계획이다.

서초구청 소식! 취향 따라 골라 보세요 

매월 1일 전후 각 세대별로 
배부됩니다. 우편 또는 모바일
소식지로도 받아볼 수 있어요. 

서초구소식지

서초구청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서초구청 소식을 재미있는 
쇼츠와 생생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가장 핫한 SNS에서
가장 빨리 서초구 소식을

볼 수 있어요 

다양하고 자세한 소식과
서포터즈들의 생생한

현장 취재

‘단골맺기’를 하시면 
서초구청 소식과 동네정보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카톡! 
서초구청 채널 추가하고

반가운 알림을 받아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가기 링크로 연결됩니다.

기간 3.8(수)~4.5(수)   

시간 화~일 10:00~19:00(매주 월 휴관)

장소 양재천로21길 42, 1층

참여작가 박수이, 손세은, 이상호, 

전상근, 유혜연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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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3.2(목)~3.19(일)

참여대상 누구나

참여방법  

① 당근마켓 우측상단 돋보기에서 ‘서초구청’ 검색 

② 동네가게 ‘서초구청’에서 + 단골맺기 클릭  

③ 화면 캡쳐 후 구글폼에 업로드하면 참여 완료!

이벤트 경품 당근조각케이크 100명

당첨자 발표 3.23(목) 당근마켓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문의 홍보담당관 ☎02.2155.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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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박수이

❷ 손세은

❸ 이상호

❹ 전상근

❺ 유혜연

서초구 SNS 채널의 귀여운 막내, 

                 을 키워주세요~!

서초구청 당근마켓 단골인증 이벤트

16 종합 2

이벤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