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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중심의 서대문은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희망도시를 구현합니다.

서대문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을 위해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희망도시 서대문이 주민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 속에 서대문구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매니페스토 청렴 분야

2년 연속 최우수상,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행정제도 개선 사례 국무총리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국무총리상, 

주민참여 예산제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 창의적 복지 전달체계 최우수상, 서울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최우수상, 서울시 자치구 공간개방 최우수상, 서울시 자치구 교육·문화·녹색도시 분야 우수상, 그리고 여성친화

도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등 많은 수상 실적이 있었습니다. 격려와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발간에 즈음하여, 올해 우리 구는 ‘교육.복지 중심의 희망도시 서대문’을 구정 방향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려 합니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높은 자살률, 팍팍한 서민들의 생활 등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정,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곳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서대문구를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같은‘협동조합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협동

조합 설립과 성장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성장 경제와 높은 실업률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산 자락길이 완공됩니다. 이와 함께 신촌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새롭게 변화하며, 아현 고가차도 

철거공사도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계획이 마무리될 즈음이면, 쾌적하게 변화된 우리 구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민선 5기 기간 중 올해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저와 

서대문구청 직원들은 봉사와 청렴을 기치로 내걸고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획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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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문 석 진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북권 중심지역 
연세대, 이화여대 등 명문대학이 밀집된 교육과 문화의 도시
안산, 백련산 등 자연녹지 공간이 풍부한 전형적인 주거지역

인구 
135,104 세대 315,113명

주택
총113,464호   단독 12,822호 11.30%  

아파트 36,822호 32.45%      연립주택 5,701호 5.02%  

다가구 35,395호 31.20%      다세대 22,724호 20.03%

면적         

총면적 / 17.61km2  시의 2.9%                         

주거지역 / 15.38km2   87.3%

녹지지역 / 1.93km2  11.0%

상업지역 / 0.30km2  1.7%

행정구역
14동 540통 4,249반

행정조직                  
기구 / 1소 5국 2담당관 32과 14동 1사무국 1사업소
인력 / 1,225명 

산
안산, 인왕산, 궁동산, 북한산, 백련산

하천 
홍제천 B=30~50m L=6,120m
불광천 B=50m L=1,530m

주요시설
교육기관 / 76개소 유치원25, 초등18, 중등14, 고등7, 외국인2, 대학9, 특수1

의료기관 / 398개소 종합병원2, 병원7, 의원183, 치과123, 한의원83

복지시설 / 181개소 종합복지관3, 노숙인5, 노인의료26, 경로당91, 장애인6, 기타50

문화재 / 85개 국보5, 보물46, 사적6, 중요무형3, 중요민속자료3, 등록문화재4, 기타18

보육시설 / 173개소 구립20, 민간73, 가정72, 방과후8

도시기반시설
도로 / 308km2  16.7%   상수도 / 589km 
공원 / 508ha 29.58%    하수도 / 345km
도시가스 / 126,247가구 93.7%

지하철 / 8.5km 2.3.5호선

구정
여건

수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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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 세출예산

예산총액 /  307,292백만 원 재정자립도 39.2%

일반회계 / 297,140백만 원
특별회계 / 10,152백만 원

 2013
일반현황

 2013
예산현황

* 2012년도 예산 / 275,059백만 원

고용촉진기반 구축 경제발전기획단 서울시 노력구 3천만 원 

세입징수 목표달성 지원 세무1과 서울시 장려구 6천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복지정책과 서울시 노력구 3천5백만 원 

문화 분야 인센티브 사업 문화과 서울시 모범구 2천만 원 

대기질 개선 환경과 서울시 특별구 1천만 원 

공원 속의 도시, 서울 만들기 푸른도시과 서울시 B등급 3천2백만 원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 수요관리 추진  교통행정과 서울시 장려구 6천4백만 원

자치회관 운영평가 자치행정과 서울시 우수구 7천만 원 

위생 분야 종합평가 위생과 서울시 우수구 4천만 원

교육지원사업 평가 교육지원과 서울시 최우수구 2억 원 

그린파킹사업 평가 교통행정과 서울시 장려구 8백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보건정책과 서울시 우수구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이진아기념도서관 문화과 행정안전부 특별상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상 1억 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감사담당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최우수상

문화 분야 문화과 서울시 최우수구 250백만 원

푸른 도시 서울 가꾸기 푸른도시과 서울시 최우수구 100백만 원 

2010년 서울형 그물망 복지 복지정책과 서울시 우수구 100백만 원 

여성 분야 인센티브 사업 보육가족과 서울시 우수구 100백만 원 

시민 불편 살피미 사업 감사담당관 서울시 우수구 30백만 원

보건소 창의 성과평가 단위사업-의약무관리  의약과 서울시 우수구 40백만 원 

정보화 역량강화 전산정보과 서울시 장려구 35백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건설관리과 서울시 장려구 60백만 원 

전화민원 만족도 제고 민원여권과 서울시 모범구 50백만 원 

보육사업 보육가족과 서울시 모범구 50백만 원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생활자원과 서울시 모범구 60백만 원 

재정 조기 집행 정책기획담당관 서울시 노력구 20백만 원 

자치회관 운영평가 자치행정과 서울시 우수구 105백만 원

교육지원사업 교육지원과 서울시 우수구 100백만 원 

그린파킹사업 교통행정과 서울시 노력구 5백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은빛배달부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물가관리 경제발전기획단 행정안전부 장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2010

2011

보조금  32.3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49%

세외수입  22.91%

지방세수입  18.16%

지방교부세   1.12%

경상이전  52.71%

인건비 25.05%

물건비 11.31%

자본지출 8.12%

기타 2.81%

구정여건 민선5기 수상실적 

(단위:원)

(단위:원)

ABOUT
SEODAEMUN 

A WARDED 
PERFORMANCES

 사 업 명 추진부서 평가기관 평가결과

 사 업 명 추진부서 평가기관 평가결과



 사 업 명 추진부서 평가기관 평가결과

자치구 마을공동체 육성 자치행정과 서울시 발전 40백만 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발전기획단 서울시 최우수 120백만 원  

자치구 교육지원 교육지원과 서울시 우수 30백만 원 

자치구 문화분야 문화체육과 서울시 우수 50백만 원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서울 푸른도시과 서울시 우수 31백만 원 

자치구 위생분야 위 생 과 서울시 우수 40백만 원

자치회관 운영 평가 자치행정과 서울시 우수  65백만 원  

 복지정책과  

서울희망복지 사회복지과 서울시 우수  70백만 원

 여성가족과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만들기 여성가족과 서울시 노력  20백만 원

서울시 공공시설 공간개방 자치행정과 서울시 최다 개방구 112백만 원

시세입 징수실적 평가 세무1과 서울시 노력 30백만 원

시민주도형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복지정책과 서울시 장려 40백만 원

2012년 
주요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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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추진부서 평가기관 평가결과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감사담당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최우수구 

공기업 경영평가 도시관리공단 행정안전부 최우수 가 등급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 이진아기념도서관 도시관리공단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상 3백만 원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전통시장 빈점포 활용 사례  경제발전기획단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상 2백만 원

지자체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평가 동 복지허브화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최우수 80백만 원

한겨레 지역복지대상 동 기능전환을 통한 복지허브화사업 복지정책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우수상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우수기관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인증  여성가족과 여성가족부 인증도시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제발전기획단 고용노동부 우수구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 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구 16백만 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주요수상실적 2012

중앙부처

민간분야

(단위:원)

(단위:원)

2012
구정운영 
주요성과

2012
구정운영 
주요성과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2년연속 

청렴 부문 최우수상
연희 숲속쉼터

안산 자락길

 2012년 
구정운영 주요성과

1 1

 청렴특구 서대문을 향한 첫걸음
내.외부 통제 시스템 핫라인 구축, 업무추진비 공개,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담당관 조직개편, 청렴교육 강화
서대문구의 반부패 실험과 교육

깨끗해야 당당하다. 
다 함께 더 맑게 청렴특구 서대문구
업무추진비 전면공개, 공익제보시스템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동아리 활동

사업개요
위치 / 안산 자락 일대 시민아파트철거지-홍제사-한성과학고-천연동 뜨란채아파트-봉원사-무악정-연흥약수터

추진내용 
식재 / 상수리, 때죽, 국수나무, 화살나무, 황매화 등 산림수종 식재
시설물 / 데크보행로, 친환경 마사토 보행로, 전망대, 북카페, 휴게쉼터 설치

사업성과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단절된 안산자락에 계단과 장애물이 없는 완경사의 등산로 조성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를 타는 아이 등 모든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안산 자락길

사업개요
위치 / 연희동 산 2-77번지 일대 청소년수련관 앞

추진내용 
조경 / 허브원, 벚꽃마당, 잔디마당, 팔각정자, 숲속쉼터
건축 / 공원관리사무소 1동 생태교육장, 관리실, 화장실

사업성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충족
이용자 중심의 공원 조성으로 공원이용 활성화와 이용편리 도모
 

연희 숲속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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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우선순위 결정권 부여 
주민에게 개방적이고 다양한 참여방식과 역할을 제공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 

추진경과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2011. 6. 8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예산학교과정에 지역강사 양성과정 전국 최초 도입

동별 회의 및 분야별 회의 운영 총 30회, 2개년도 295건

2011년도 지방재정 효율화 주민참여예산분야 최우수사례 선정

2011년도 서울시 행정 우수사례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추진성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 역량 강화
주민들과 민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민관거버넌스의 좋은 모델로 정착 

추진배경
주민과의 최접점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종합 복지 서비스 지원

추진경과 
복지허브화 시범동(충현동, 남가좌2동)을 선정. 기능전환 운영  2012.1월

복지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동 기능전환 기존 업무량 감축 및 복지 인력확충 
틈새계층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확대운영 통장복지도우미, 복지동장제, 동 협의체 운영

종합 서비스제공을 위한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방문간호사 배치 및 일자리상담창구 개설
시범동 운영후 추가로 5개동 운영 

추진성과
시범동 운영을 통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개편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동 복지 허브화

 1% 주민참여
 예산제도

2012년도 수상 실적

한겨례 사회정책연구소 주관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전국 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평가’부문 전국 최우수상 수상

주민참여예산안 편성

2011년 주민참여예산 : 40건 1,250백만원
2012년 주민참여예산 : 27건 1,58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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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소비 패턴변화와 대형마켓의 출현으로 발생한「빈 점포」활용 방안 모색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창업기업 포함), 청년창업자 등에 무상임대 추진
다양한 문화공간과 창업 장소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추진개요
2012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수립 2011.9.19

8개 입주업체 선정 및 남녀 화장실, 공동창고 신설 등 시설개선사업 추진
인왕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청년창업자 등에 무상임대

추진성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지역주민, 젊은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어린이 놀이카페, 커피 제조.판매, 저렴한 꽃집, 설치미술 작품전시

 전통시장과 사회적기업의 

동고동락同苦同樂

지역주민 일자리창출과 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점포 시설개선과 2년간 무상임대로 입주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회 제공 
8개 점포 입주로 40여 명의 일자리 창출

구 소유 유휴 행정재산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홍제고가차도 철거 
 민간영역 공간나눔협약

착한공간나눔릴레이
추진배경 
민간영역의 협조를 통하여 주민공동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창출 필요

주민 스스로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개요
민간영역 공간기부 활성화 추진계획 2012.03.22

대상 / 서대문 관내 종교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
운영방법 / 업무협약을 통한 공간개방 협조

종교.공공단체의 공간기부

2012.04.17. 서부제일교회  북카페 및 도서관, 주차장

2012.05.17. 신현교회 교회 주차장 평일 24시간

2012.05.22. 홍성교회  교회 카페 테리아

2012.05.30. 향산교회  지상.지하 주차장

2012.07.06. 봉원교회 샘뜰공원, 샘뜰카페, 청년독서실 

2012.07.06. 원천교회  어린이 도서관 및 놀이방, 주차장

2012.08.23.  대신교회 교회 예배당,식당 >> 주민예식장으로 활용

2012.09.17. KT서대문지사  KT서대문지사 주차장 전면개방

2012.10.24. 남.북가좌 새마을금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대강당 

구 직영 대학생 임대주택 꿈꾸는 다락방
위치 / 서대문구 홍제동 40-63 
공급가구 / 8호    입주인원 / 16명 2인 1실

보증금 / 1백만원    월 임대료 / 4-5만원

추진실적사업개요 시설명 / 홍제고가차도
위 치 / 홍은동 98 - 홍제동 301
규 모 / 폭15m, 연장 375m
시설년도 / 1977. 4.
철거예산 / 71억원

2010.07.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2011.09.06 철거지연에 따른 조속시행 요청

2011.10.13 철거공사 착공

2011.12.30 지하철 환기구 이설

2012.01.25 고가 본선 철거 시작 주·야간

2012.02.20 고가 본선 철거 완료

2012.02.29 도로포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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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구 간 협력을 통한 시.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책 마련과 도시재생
사업의 책임행정 구현, 주민 위주의 재개발 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등으로 갈등해소의 새 이정표 제시

추진성과  

2012.2.1. 자 일부 개정공포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반영

현장방문 80여 회 및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13회 개최 

공정관리팀 신설로 목표관리 실시

추진실적
책 읽는 서대문 구현을 위한 100권 책 읽기 독서운동 전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지역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도서관 운영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서대문구 그물망 독서 서비스

추진성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도서관 선정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국무총리상 수상

주요수상실적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1년 특별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2년 국무총리상 수상

뉴타운TF팀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뉴타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한 후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구성.운영 
뉴타운TF팀장 /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사업성조사팀 /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동작구, 서대문구     
법령개선팀 /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 영등포구, 중랑구

 주민 위주의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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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
함께 잘 사는 복지 서대문 구현

희망서대문 01
교육문화
창조적, 주민친화적인 교육문화 일번지 조성

희망서대문 02

환경도시
사람.자연 중심 녹색 환경도시 조성 

희망서대문 03 희망서대문 04
지역경제
건강한 지역경제 활성화

희망서대문 05
열린행정
열린 행정으로 청렴특구 서대문 구현

희망서대문 06
생활안전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 구축 

구민을 위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도시 서대문을 위해 구정의 역량과 
지역네트워크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계획



지방자치의 이념이 생생하게 살아서 숨쉬는 곳, 남녀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자치도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장. 모두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

나눔과 사랑이 함께하는 복지 도시를 구현합니다

지방자치의 이념이 생생하게 살아서 숨쉬는 곳, 남녀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자치도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장. 모두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

.

01 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02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03 100세 시대,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함께 잘사는 복지 서대문 구현 Seodaemun-gu

복지.보건

함께 잘 사는 복지 서대문 구현 

 2013 

주요업무계획

희망
서대문 

01



 

틈새가정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지원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을 통해 틈새계층 발굴 
민간자원을 활용한 틈새가구 지원 

저소득층 복지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틈새계층 생계 지원

 나눔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나눔운동

I WISH! 따뜻한 서대문 사업
특기생배가 운동 1인 3만원 상당의 성금.성품 후원

23

100가정 보듬기 결연
법정요건 미비로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는 가정을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 연결하여 후원금 지원 

157가구 550백만원 지원(2012.12월 현재)

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특기생배가 운동

특별한 날, 기억하고 싶은 날, 생일에 
나눔을 실천하면 기쁨이 배가 된다.

희망서대문 01
복지.보건

 2013 

주요업무계획

WELFARE 
 SERVICE 

동 복지허브화 전 동 확대
초기상담 및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강화 
종합 복지상담사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동 복지 허브화 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강화 
통장복지도우미 아카데미 운영 
서대문구 ‘복지맵’제작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 
바우처 사업 활성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1방문 독서 지도 서비스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심리치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클래식 음악 레슨

서대문구 정담은 푸드마켓.뱅크 
기탁체 발굴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수혜자 및 배분액 확대
식품나눔의 날 운영 매월12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5개 분야 10대 정책과제 총100개 단위사업 추진 

구립어린이집 확충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인 동 우선으로
구립어린이집 5개소 확충 예정
총 7,000만원 충현동, 천연동, 홍은2동 외 2개소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성평등상 시상 

2013년 6월~7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양성평등 교육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여성.아동관련시설 대상 
 

출산.양육 지원사업 
아빠와 함께 신나게 놀자
출산양육 지원금.다자녀가정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서비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수준화를 위한 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
Hello Teacher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구립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설치.운영 
북가좌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연계서비스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가족기능 강화 및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맞벌이가정 자녀 방학돌봄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5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평등한 정책 추진 
구정 전반에 실질적인 성평등한 정책의 다각도 추진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1

2

3

4

5

2013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수립/직원 성인지/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등 교육/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서대문구 여성백서 발간 

WOMEN-
FRIENDLY 
CITY

희망서대문 01
복지.보건

 2013 

주요업무계획



건강생활실천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조성 및 홍보 
원스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00세 시대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7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및 대상자 등록
대사증후군 위험정도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5가지 대사증후군 혈압·혈당 및 복부둘레, 중성지방·콜레스테롤 검사
대상 / 30~64세의 지역주민  

한방진료실 운영
사상체질별로 생활행태 개선 및 식생활, 운동을 통한 한방대사증후군 관리
비만침 시술
장비 / 진료용 침대 5대, 적외선치료기 5대, 사상체질프로그램
위치 / 보건소별관 우리들 3층 

가좌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위치 /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55 북가좌1동 주민센터 내

사용면적 / 지상 3층, 4층 일부, 753.71㎡ 228평

사업내용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보건, 구강보건, 영양교실
개소 / 2013년 4월

치매예방.지원관리사업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검진 주민센터 내 프로그램화
위생소모품제공 및 재가치매환자방문관리
저소득층 약제비 지원 

열린 보건소 운영
평일 조기진료 및 토요 보건소 운영
가족 중심 토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정신보건사업
경찰서, 관내 의료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계한 자살예방사업 활성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재활지원, 고위험군 우울증, 알코올 조기검진

구강보건사업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치 보철 지원
어린이 치아 불소도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HEALTHCARE 
SERVICE

희망서대문 01
복지.보건

 2013 

주요업무계획



 함께 잘사는 복지 서대문 구현 

교육문화

01 미래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02 주민과 함께하는 365일 문화도시 창조

03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창조적, 주민친화적인 교육문화 일번지 조성 
인재를 크게 키우는 수준 높은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나만이 잘사는 교육이 아닌 주민 모두가 잘사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스스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 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도시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

 2013 

주요업무계획

희망
서대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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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운영
도서관, 박물관, 대학 등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신지식산업센터 내 334호 2012.12. 개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평생학습 도시기반 체계적 구축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저소득가정 청소년 관내 대학 특례입학 추진
연세-서대문 Dream Start! 사업

Teach For Korea 멘토링 사업 

대학 연계 교육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운영
직업능력 향상교육, 여성리더역량교육 
시민인문학 강좌, 열린시민대학
지역브랜드경영과정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대상 / 초·중·고등학생, 성인
수업 / 주 2회 45분 또는 주 3회 30분

학교 지원사업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4억 2천3백만 원

지원대상 

관내 65개 각급 학교 

유치원 25개원 /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4개교 / 고등학교 7개교

특수학교 1개교

친환경 급식 지원 
친환경 농.축산물 등 우수 식재료 
지원 확대로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도 및 안전성 제고

학습동아리 및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지역 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지원

 100권 책 읽기 심화 프로그램 운영
초등교과 과정 분석을 통해 학습과 연계한 
권장도서목록 선정

북클럽 운영
도서관에서 학년별 수준별로 

1-3그룹 독서토론 운영 (15명 이내)

영유아 독서진흥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월령별 그림책 꾸러미를 배포 1,500개 배포

부모와 함께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48회 운영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양질의 장서 10,000권 확충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노후시설 개보수

미래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EDUCATION
COMMUNITY

희망서대문 02
교육문화

 2013 

주요업무계획



365일 문화로 행복한 서대문 추진 
아마추어 예술단에 창작공간 및 공연기회 제공
예술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

서대문구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서대문구 대표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구성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문화공간 운영   

정기 프리마켓, 거리공연 개최
신촌대학축제 개최 

홍제천 명화의 거리 조성 
홍제천 내부순환로 교각 홍남교-사천교

 주민과 함께하는 

365일 문화도시 창조

EDUCATION &
CULTURE INFRA

 지속 가능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33

홍제동 대학생 연합기숙사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홍제동에 기숙사 건립 

위치 / 홍제동 337-1, 361-120   연면적 / 8,486m2  입주인원 / 500명

대학생 임대주택
(사)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하여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
입주인원 / 50여명  사업비/12억원

자연사박물관 상설전시장 개선
자연사박물관 개관 10년에 첨단 전시기법을 활용
새로운 전시물을 도입

북가좌동 휴먼타운 커뮤니티센터 내 북카페 설치
도서관 +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센터 내 3, 4층 213.66m2

CULTURAL 
CITY

위치  홍은동 산26-155외 1필지 산(26-178)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단전호흡수련장, 스포츠클라이밍  

유아스포츠시설,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다목적체육관

유아축구교실
서울 유나이티드FC와의 협약을 통한 책임 운영

관내 보육시설 6-7세 어린이 20명씩 상·하반기 32개 교실 운영 

스포츠바우처 운영
서대문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사설 체육시설 26개소
스포츠 강좌 바우처 카드로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연세대와 함께 하는 「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
관내 초·중학교 10개 교실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자연에서 놀자」토요체험교실 
우리 동네 산 오르기, 자연생태 교실 운영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단학기공, 어르신 덩더꿍체조, 어르신 스포츠댄스
연서경로당 외 7개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 장애인 심리운동, 수영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2개소

기간   2013. 9월중 (2일간) 

장소  서대문독립공원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기간   2013. 4. 10. - 2013. 4. 30.

서대문 안산연희숲속쉼터 벚꽃 음악회 

희망서대문 02
교육문화

 2013 

주요업무계획



 함께 잘사는 복지 서대문 구현 

환경도시

01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 조성

02 친환경 녹색도시 서대문 조성

03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

사람.자연 중심 녹색 환경도시 조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에코도시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낯설어 하지 않는 환경,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살고 싶은 마을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

 2013 

주요업무계획

희망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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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 조성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125억원

사업구간 
신촌전철역 -연대앞굴다리 약 500m 

주요사업
보.차도 정비, 보행환경개선,편의시설확충
문화공간 조성, 한전 분전함 이전, 하수관 개량공사넞

생활권 주변 가로녹지 확충

위 치
충정로 등 15개소

주요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진행

무장애 안산 자락길 완공49억원

위 치
시민아파트 철거지 -  홍제사
한성과학고 -  천연동 뜨란채아파트 -  
봉원사  -  무악정  -  연흥약수터

주요시설
데크로드,마사토포장,휴게쉼터,수목식재
안내판,횡단배수대,축대목 등 

전체 7.74km 2013년 6.05km 조성

아현고가차도 철거120억원

1969년 설치  B=15m, L=939m 

37

백련근린공원 자연체험장19억원

위 치 
홍은동 산11-313 

주요시설
진입광장,휴게광장,자연학습장,생태연못
정자,원두막,등산로 정비 등 

아름지기* 사업

위 치 
공원, 녹지대, 홍제천, 불광천, 골목 등

주요사업
환경정비 및 문화공연
아름지기의 의미
마을을 아름답게 지키는 사람들

WALK FREINDL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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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에코 서대문 조성을 위한 환경교육 확대
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동아리, 지역주민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공공.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에코마일리지

도시농업 활성화 
친환경 도시농업교육 / 텃밭상자 가꾸기
텃밭상자 보급수량 /  500세트

기후변화 대응 실천사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주요 공공기관 녹색생활 실천 운동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가정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 정비사업 
정비조합의 갈등조정 및 출구.촉진전략추진
갈등 예방을 위한 투명한 조합 운영
뉴타운정비구역 실태조사 추진

OS용역 사용 전면금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경진대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홍보활동 전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친환경 녹색도시 
서대문 조성

39

살기 좋은 
우리 마을만들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실내공기질 검증 사업 추진
대상 / 100세대 미만 신축공동주택, 공공건물, 어린이집 등 신축건물 
측정항목 / HCHO 폼알데하이드,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저감관리
특별관리 공사장 24개소 월 1회 이상
일반관리 공사장 27개소 분기별 1회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교육 연 1회 실시

석면 관리 대책
공공건축물 석면 지도 작성 및 전산 자료 구축
석면 피해 인정신청 및 주민 신고센터 운영

사람 중심 마을공동체 발굴.지원
서대문마을넷 마을활동가 모임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주민공모,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커뮤니티 육성 자치역량강화
자치리더 육성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ECO
SEODAEMUN

LIVABL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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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촌 등 권역별 지역경제 활성화 

02 사회적 경제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03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상생경제 육성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경제의 부흥을 실현합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를 발전시켜갑니다. 서로가 함께 발전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구민에게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활기찬 서대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

 함께 잘사는 복지 서대문 구현 

지역경제

건강한 지역경제 활성화 

 2013 

주요업무계획

희망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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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등 권역별
지역경제 활성화

모바일 스마트타운서비스 구축으로 
문화관광 상권 활성화 

신촌지역의 역사, 문화, 주요거리의 스토리텔링 
외국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시스템
디지털 콘텐츠를 모바일 앱으로 지원 

신촌지역 
부활 프로젝트 

西

南

東

北

中

동측 프로젝트
이대권역 | 관광 엔터테인먼트

서측 프로젝트 
창서초교권역 | 창작문화예술촌과 테마브랜드 음식타운 조성 

남측 프로젝트
신촌로터리 권역 | 투자법인. 관광업체 거점화 

북측 프로젝트
철로부지 권역 | 어드벤처 익스트림 시설 조성

중앙 프로젝트
연세로 권역 |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

43

비즈 스트리트 Biz-street
신촌, 충현, 남가좌, 홍제, 북아현 

5대 상업지역 기능 강화

서측프로젝트 창서초교 권역

창서 ‘창작문화 예술마을’ 조성 

교실 5개 내외 및 도서관 등을 창작스튜디오로 조성
초등생 및 주민대상 재능기부 / 1:1맞춤교육, 각종전시회 공동개최, 체험프로그램 
학교일대를 무대로 지역재능기부 활동 전개 / 길거리 벽화, 찾아가는 미술관 등
학교주변 1-2개 블럭 대상 테마음식촌 조성  

동측프로젝트 이대권역 
신촌복합관광타운 조성 
비즈니스호텔 건립 / 신촌 기차역 주차장부지
관광엔터테인MALL 조성 밀리오레 / 한류엔터테인먼트숍, MV제작스튜디오 유치 등 
광장기능 재편성 / 뮤직비디오zone, 이벤트zone, 관광버스전용주차장 등 

희망서대문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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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OOD
JOB 

 TRADITIONAL MARKET & 
ECONOMY적극적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형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시스템 구축을 위한“한울타리 품앗이 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협동조합 육성 100개 목표

사회적 기업 육성기반 강화 
사회적 기업 단계별 지원 내실화 
협동조합 설립 확산 지원 
공동육아, 청소, 소규모 어린이집 등

사회적 경제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상생경제 육성

마케팅 활동 지원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
희망시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이벤트 행사를 지원해 판매품목 할인,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운영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추진기간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육성
다양한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활력이 넘치는 시장 분위기 조성
대학 동아리, 지역 내 공연팀의 정기적인 일상공연 및 축제 등의 이벤트 개최 
청년창업자 적극 유치, 주민참여 벼룩시장 운영, 시장 체험행사 실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방범용 CCTV, 화장실, 배송센터, 고객쉼터 등 안전·편의시설 설치
홍보 조형물, 안내간판, 바닥 및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시장 환경개선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 컨설팅  추진기간 / 2013.1.-2014.12.   소요예산 / 약10억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방송시설, 전기, 소방 등 노후시설 교체 및 시장지도 제작 등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대상 / 인왕시장, 영천시장, 포방터시장   소요예산 / 9천3백만 원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아카데미

외부 인사초청 강연

사회적 경제 어울림 한마당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강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활성화

창업 지원

창업팀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프로보노 재능나눔단 운영

피어 선배-후배 컨설팅 지원

지역특화 한울타리 품앗이

성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사회적 기금 융자알선

사회적 기업 물품 우선구매목표할당제

공공부문 위탁전환 사업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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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잘사는 복지 서대문 구현 

열린 행정

01 투명한 재정운영 및 책임행정 구현

02 융합행정과 업무.인사 혁신

03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열린 행정으로 청렴특구 서대문 구현 
주민과 함께하는 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구민을 향해 열려 있는 행정.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귀와 눈을 열고 

행정진행 과정과 결과를 오픈하여 함께 소통하는 바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

 2013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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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서대문 추진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교육 시행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 추진 

e-호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예방감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토목.건축.복지위탁시설 분야의 청렴도 향상 

토목.건축 분야 / 계약 및 인허가 업무
복지 분야 /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

추진방법
개선방안 마련 / 현장점검과 사례연구 / 토론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구정감시기능 강화, 시민권익 보호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 및 사례전파
옴부즈만 제1기 활동백서 발간

투명한 재정운영 및 
책임행정 구현

49

부패근절을 위한 내.외부 통제시스템
외부 공익제보시스템 ‘청렴우체통’ 운영 
청렴포털 및 청렴마일리지 운영
청렴 관계관 회의 운영 내실화 
청렴동아리 O2 지속 운영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주민 참여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한국투명성기구와 협력사업 지속추진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청렴문화 캠페인 전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및 
청렴의식 제고 
청렴의 날 운영 내실화
청렴 성과백서 발간
계층별 청렴교육 강화

계약.지출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 지출정보 등 
실시간 홈페이지 공개

계약원가 심사업무 효율적 추진

심사실적 보고 및 홈페이지 게시

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공사현장별로 매월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확인하여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 지급확인제

공유재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구적으로 관리 활용하도록 시스템 구축

희망서대문 05
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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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INTEGRITOUS & 
TRANSPAR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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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융합행정과

업무.인사혁신

투명하고 유연한 인사행정 운영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제도 도입
업무추진실적이 탁월한 직원에게 승진후보자명부상 가점 부여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정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 운영

유연근무제,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탄력적 인력 운영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무유형 다양화
대체인력 확보인원 수 14명

스마일 실천 운동으로 즐거운 직장문화 및 친절 행정 구현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 시스템 
정책회의, 서대문 톡 등 협업체계를 통한 정책조정, 갈등관리
정책기획위원회 분야별 전문가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책자문 활용
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 성과의 극대화

제안제도 활성화
상시제안, 테마형 주제 제안 운영
생산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효율적 업무개선

정책 토론 「서대문 톡」 운영
주요정책에 대한 연속토론 실시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토론

FLEXIBLE 
ADMINIST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1%주민참여예산제
구민에게 예산편성과정에 열린 참여기회 제공
찾아가는 예산참여학교 운영으로 제안사업의 질적 향상
적용범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29억 원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조사기간 / 2013. 9. ~ 12. 

평가대상기간 / 2013. 1. ~ 8.
평가대상 / 민원행정, 청소,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자치회관 

구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
사전공표제도 활성화, 정보공개 처리 스피드 지수 도입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리더 육성 & 활동 
자치리더 육성 및 주민 소모임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5개 분과로 구성 주민자치, 경제재정, 복지문화, 환경도시, 건설교통

매주 수요일 지역 순방의 날 운영
각종 복지시설, 주민숙원사업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직접 대화

지역 커뮤니티 만남의 날 운영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활동가 모임 등
모임에서 수렴된 개선 요구사항 구정 반영 

사회단체 구정참여 지원
시민사회단체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보조금 3억 9천만 원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모바일 웹 및 주민참여형 홈페이지 재구축
구민과의 소통 접근성이 강화된 홈페이지 구축

다양한 소통 통로 확보
트위터 반상회, 사이버 열린 토론방, 거리 자유메모판

희망서대문 05
열린행정

 2013 

주요업무계획



 함께 잘사는 복지 서대문 구현 

생활 안전

01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밤길, 통학길 만들기

02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03 누구나 편안한 생활환경 만들기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 구축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밤길을 걸어도 두려움이 없는 도시, 사회적 재해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

.

 2013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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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강.절도 등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설치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상시 모니터링 실시
범죄예방과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모니터링대상 방범용 CCTV 수 / 344개소 748대 2012.9.1기준

모니터링 요원 / 16명 4조 (2교대 24시간 근무)

밤길 안심귀가 동행 프로그램
인적이 드문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제공

대상 / 아동, 여성
이용시간 / 오후 10시-12시(심야시간대)
참여단체 / 자율방범대, 통반장, 해병전우회 등 민간 활동단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밤길

통학길 만들기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지하 기반시설 정비 

하수관거시설 확충 및 정비 
위치 / 홍제 및 남가좌배수분구 홍제동,남가좌2동,연희동,홍은2동 
규모 / 하수관거 정비 연장 58.6km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 4건 북가좌동 276번지 일대, 독립공원 주변 등 

재난.재해 ZERO 사업 2013년 풍수해 대책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과 운영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 

구민 무료 안전점검 청구제

주민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요청 >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실시 > 

원인분석, 위험정도, 보수.보강방안 제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기간 /  2013. 5월 중
참여기관 / 40개 부서ㆍ기관 재난 관련 부서 26, 유관기관 14

훈련대상 / 대규모 풍수해, 지진, 화재, 붕괴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대상 / 1,100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안전점검 및 전기안전점검, 가스타임밸브, 감지기 설치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침수방지사업 추진
신촌역, 현대백화점주변 하수관거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 실시설계 용역 시행

생활불편  신고창구

신고방법  120다산콜 / 서대문구 앱 / 수신자부담 전화 080.331.1472

뒷골목 취약지역 보안등 확충 및 조도 향상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조도 개선
사업대상 / 가로등 5,002개, 보안등 9,933개

워킹 스쿨버스 사업
보행안전지도사가 지정된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모아서 함께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프로그램

대상 / 관내 초등학교 3-4개교 선정

여성안전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성폭행 등 강력범죄 예방대책으로 택배기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물품 수령
장소 / 싱글여성 밀집거주지역으로 24시간 출입가능 지역

SAFE ROAD

SAF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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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대상 / 서대문구 노인 인구의 52% , 만 65세 이상 
지급기준 / 노인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이하  노인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132만 8천원 이하 

소요예산 / 236억 4천만원

57

누구나 편안한
생활환경 만들기

경로당 및 노인회지회 운영 
경로당 총 91개소구립31, 사립60 및 노인회지회 1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주식비 등 지원

복지시설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창천노인복지센터, 노인교실 11개소 

어른신 일자리 사업 
만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서대문구 거주 어르신 대상 

1,512명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창출 사업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구립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기능전환
프로그램실, 강당, 경로식당, 외부 휴게시설 등 구비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14억 3천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경증장애인을 활동보조인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

장애인 IT학습지원 프로그램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통한 
컴퓨터 기본활용 능력향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직업체험교육관 설치
주민참여예산 8억 원 반영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확충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15개소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효도수당지급
대상 / 1,600세대 
지급액 / 세대당 연 12만원
소요예산 / 1억 9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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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어린이 전계층 누리과정 확대

2013.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 대상으로 
누리과정 확대 운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

친환경 무상 급식지원 확대

2013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도 친환경 무상
급식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감소

무상급식 연도별 실시 현황
2011년. 공립초 실시

2012년. 초등, 중1학년생 실시

2013년. 초등, 중1~2학년생 실시

2014년.  초ㆍ중학생 전체 시행 예정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확대

혼자서 일상생활과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만 6세~64세, 
장애 1급~2급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2013년부터 영유아 뇌수막염(3월) 국가필수예방접종
에 추가되어 보건소와 관내 위탁의료기관(39개 병의원)

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접종은 5월달부터 보건소
에서 연중 무료로 접종 지원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개선

2013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 최종 지불가격 
표시 및 식육 100g 단위 가격 표시 제도 시행

2013년 5월부터 150m2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음식점 외부에 주요 메뉴의 
가격표시제 시행 

건강보험 보장 확대

2013년 10월부터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2013년 7월부터 75세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지원 혜택 확대 (본인부담 50%)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까지 확대

이렇게 
달라졌어요!

2013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

2013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3개 지역으로 
확대ㆍ실시 

부동산 종합공부 하나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 확인 가능

차량의 판매ㆍ정비ㆍ폐차내역 
고지제 시행

2013년 9월부터는 자동차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변동내역 입력 의무화 및 입력정보 
차량소유자에게 제공

2012년 12월부터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품 차량 사실 고지 의무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 시행

대상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시기 2013. 3월부터
방식 납부필증 종량제 > 공동주택별로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납부필증)를 구매하여 
 수거용기(120l)에 부착하여 배출

동물등록제 시행

2013년부터 생후3개월 이상의 반려견 동물등록제 시행

반려견의 소유자가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업체인 관내 21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 삽입 등 반려견 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구청에서 동물등록증 발급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

PC방 흡연전면금지

2013. 6월부터 PC방 흡연 전면 금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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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

5F

4F

3F

2F

1F

B1

건설관리과. 대강당.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치행정과. 홍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경제발전기획단. 복지정책과.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 전산교육장

감사담당관. 전산정보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도시재정비과. 토목과. 1회의실. 2회의실. 공무원노조 서대문구지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주민자치-경제재정-복지문화-환경도시-건설교통). 행정지원과. 정책기획담당관

구청장 직소민원실.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정책기획위원회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건축과. 교통관리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종합상황실. 우리은행

구내식당

미소지움관     도서자료실     자원봉사센터

의약과 330.1841     지역건강과 330.1821     출산장려상담실 330.1473

보건교육실     영양상담실 330.8597     금연상담실 330.8598     체력측정실 330.1831

보건정책과 330.1899     위생과 330.1360

소장실 330.1803      부속실 330.8903     구강보건센터 330.1864     

조제실 330.1847     방문간호실 330.1833

건강검진센터 330.1850     임상병리실 330.1849     방사선실 330.1851

물리치료실 330.1848     결핵검진실 330.1826     모자보건실 330.1830    

예방접종실 330.1829    

민원실 330.1801-2     민원대기실     내과 330.1845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330.8727

생활자원과. 주거정비과

환경과. 도시관리과

교육지원과. 주민문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홍은2동주민센터

홍은2동주민센터

본관조직구성도 청사안내구청장

330.1303
330.1581

부구청장

330.1304
330.1800

구의회 사무국

330.1670
364.5049

정책기획담당관

330.1315
330.1442

감사담당관

330.1471
330.1565

보건소

보건정책과
330.1303
330.1581

위생과
330.1360
330.8987

지역건강과
330.1821
330.1840

의약과
330.1841
330.1854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
330.1310
330.1449

자치행정과
330.1313
330.1413

민원여권과
330.1435
330.1684

전산정보과
330.8711
3140.8376

홍보과
330.1412
330.8622

생활자원과
330.1375
330.1712

경제재정국

경제발전기획단
330.1365
330.1368

재무과
330.1340
330.1429

세무1과
330.1345
330.1707

세무2과
330.1668
330.1579

지적과
330.1450
330.1498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330.1355
330.8377

사회복지과
330.1568
330.1619

여성가족과
330.1490
330.1624

교육지원과
330.8713
330.8624

문화체육과
330.1410
330.1430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330.1608
330.1597

주택과
330.1380
330.1634

주거정비과
330.1456
330.8625

도시관리과
330.1385
330.1636

건축과
330.1390
330.1440

환경과
330.1370
330.8623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330.1399
330.1648

토목과
330.1405
330.1615

동주민센터

치수방재과
330.1324
330.8945

푸른도시과
330.1395
330.1750

교통행정과
330.1481
330.1709

교통관리과
330.1432
330.1638

자연사박물관

330.1731
330.1736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홍은동 273-10)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연희동 165-2)

제4별관제3별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168-6)

5F

4F

3F

2F

1F

2F

1F

8F

7F

6F

5F

4F

3F

2F

1F

보건소

충현동
330.8101
363.4916

홍제1동
330.8121
394.4544

남가좌1동
330.8135
375.7504

천연동
330.8103
363.2536

홍제2동
330.8127
391.6573

남가좌2동
330.8137
375.6225

북아현동
330.8105
363.4254

홍제3동
330.8125
394.3274

북가좌1동
330.8139
374.7244

신촌동
330.8111
363.7545

홍은1동
330.8129
3216.4494

북가좌2동
330.8141
375.4184

연희동
330.8115
322.3349

홍은2동
330.8133
396.4814

구의회 사무국

330.1670
364.5049

보건소 홍은분소 3140.8338
보건소 천연분소 3140.8331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45 (홍은동 71-626, 홍은1동 자치회관 1층)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27 (옥천동 46-5)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홍은동 425-3)

치매지원.예방센터(미술치료실. 음악치료실)     정신보건센터(그룹치료실. 사무실. 센터장실) 337.2165

치매지원.예방센터(검진실2. 감각치료실)      한방진료실 3140.8346

치매지원.예방센터(사랑방. 사무실. 센터장실)  379.0183     강당

영유아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3217.9550

4F

3F

2F

1F

보건소별관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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