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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작은 결혼식’ 지원

내       용    예식절차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검소하고, 실속있게 진행하는 작은 결혼식

장       소    서대문구청 대강당, 기획상황실, 안산 잔디마당, 대신교회, 원천교회 

문       의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330-1834)

※ 장소 대여 및 웨딩파티 등은 그린웨딩포럼 협력업체와 연결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결혼식 잠정 중단

시민청 ‘결혼식장’ 지원

대       상    예비 결혼부부

내       용    ‘작고 뜻깊은 결혼식’을 위한 결혼식 지원

시민청 서울연구원

예식장소 지하2층 입소 태평홀 뒤뜰 야외공간(우천시 이용불가)

예식일정
1~12월

매주 일요일 1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1회

4~5월, 9~10월 
매주 토요일 1회

공간이용료 127,600원(부대이용료 별도) 무료(부대이용료 별도)

하객규모 120명 내

신청방법 분기별 신청기간 내 시민청 홈페이지 공지 확인 후 온라인 접수

문       의    시민청 결혼식(02-739-7332, http://gate.seoulcitizenshall.kr/)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결혼식 잠정 중단

예비부부 교육

대       상    예비부부, 결혼에 관심이 있는 커플

내       용    건강한 결혼 가치관 확립을 위한 부부교육

일       시    5월 14일, 21일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730-759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서울시)

지원대상    서울시민,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

대상주택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 90% 이내) 

이자지원금리    평균 연 1.5%(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리 차등 적용)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신청절차    은행사전상담 → 서울주거포털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융자추천서 발급 → 대출신청

문       의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46,7026),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2133-1200)

※ 세부사항은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참고 : http://housing.seoul.go.kr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연소득·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문       의    HUG 콜센터 1566-9009, 각 은행 콜센터

※ 세부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http://nhuf.molit.go.kr/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융위원회)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부부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9억초과 주택 불가, 투기지역 3억원 초과 취득 시 대출회수

대출금리    연 3.0% ~ 연 4.8%(‘21.12. 기준)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문       의    HF 콜센터 1688-8114, 국민·하나은행 콜센터

※ 세부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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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연 1.70% ~ 연 2.45%

대출한도  최대 3.1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문       의  HUG 콜센터(1566-9009)

※ 세부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http//nhuf.molit.go.kr/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대       상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또는 예비

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주택청약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3인 기준, 월666만원 수준)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3인 기준 월 722만원 수준 이하)

총자산기준    3억 7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함

임대형

행복주택 국민임대

대상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입주자 
저축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전용 50㎡ 이상만)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이후 추가 가점 고득점 순으로 우선공급

문       의  LH공사 1600-100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조건    ①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사실이 없음 

②세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③취득가액 4억원 이하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

주택범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주택면적 제한 없음, 오피스텔 제외)

감면범위  1.5억원 이하 100%, 1.5억원 초과 4억원 이하 50% 감면

※ 생애최초 구입요건 충족 시 6억원 이하 취득세율(1%) 적용하여 감면

문       의  서대문구 세무1과(330-1347, 1349)

서대문구 

임신·출산 

지원정책

02

아이와 
행복한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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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임신·출산지원정책

02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대       상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관내주민 ※사전예약 필수

내       용  -   임신준비 건강검진  흉부 X-Ray(결핵) / 소변-임질 / 혈액-B형간염,  

신장기능·간기능 검사,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검사, 성병검사, (여성) 풍진  

면역검사, 난소 나이검사, (남성) 정액검사 등

- 임신준비 영양제 3개월 분 제공

신       청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eoul-agi.seoul.go.kr)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330-182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       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관내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도 지원가능

지원금액  시술 종류 및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20~110만원 차등지원

내       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최대20만원)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내 지원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330-1473)

※ 건강보험 적용 한도 초과시 서울형 1회/180만원 지원(사전상담 필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       상  여성 41세 이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사실혼 부부 지원가능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지원 불가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내       용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지원상한액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횟수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신청방법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330-1473)

맘편한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대       상  관내 임산부

기       간    임신 확인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가능)

내       용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엽산제·철분제·모자보건수첩 택배 제공, 맘편한 KTX 등 통합신청 처리

방       법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330-1830)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대       상  우울척도 검사 및 관리를 원하는 임산부

내       용  우울척도 검사 실시 및 우울의심 대상자 전문가 상담의뢰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방문간호실(330-8698,8678)

임산부 산전검진

대       상  서대문구 등록 임산부 ※ 사전 예약제

내       용

시기 검진 내용

임신 초기~10주 혈액검사(혈액형, 빈혈, B형간염, 풍진, 매독, 에이즈)

임신 16주~18주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검사)

임신 24주~28주 임신성 당뇨 검사

임신 35주~36주 혈액검사(막달검사)

예약문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330-183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       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의 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

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상급 병실료 차액,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330-1473)

01

02

임신 전 혜택

임신 중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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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예비엄마·아빠 교실

대       상  관내 20주 이상 임산부(선착순 예약접수)

내       용  태교, 분만법 및 호흡법, 신생아 관리, 모유수유 등

일       시  보건소 홈페이지(www.sdm.go.kr/health) 참고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330-1830)

임산부 영양제 지원

대       상  모든 임산부

내       용  - 엽산제 지급 : 임신 확인 시~임신 12주

- 철분제 지급 : 임신 16주~출산 전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330-1830)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대       상  서대문구 등록 임산부 ※ 사전 예약제

내       용  임신부(임신 27주~36주)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예약문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330-1830)

임신·출산지원금(국민행복카드)

대       상  모든 임산부

내       용  - 출생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 사용범위 140만원)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해당 카드사 지점

청소년 산모 출산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       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내       용  1회 임신 당 120만원 범위내 임신·출산관련 진료비 지원

신청접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문       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       상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 산모(주민등록지 기준)

내       용  - 산후조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소득기준(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

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자격확인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는 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울형 대상자 중 비혼모(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는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까지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330-1473)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       상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영양위험(성장부진, 빈혈)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

내       용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쌀, 감자, 달걀) 지원(1인/6개월~1년) 및 정기적  

영양교육, 가정방문, 평가 및 분석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영양상담실(330-8597)

유축기 무료 대여

대       상  서대문구 등록 임산부 ※ 사전 예약제

내       용  예약제, 대여기간 1개월, 개인소모품 별도준비

장       소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2층)

신       청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eoul-agi.seoul.go.kr)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330-1825)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       상  모유수유에 관심 있는 임산부, 수유부(선착순 예약접수)

내       용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초빙, 수유자세 교정 및 수유방법 등 11 맞춤 상담

일       시  보건소 홈페이지(www.sdm.go.kr/health) 참고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330-1830)

03 출산 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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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대       상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자

자격요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지원금액  25만원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       상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당시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내       용  신청일로부터 만 5세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신       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 팩스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       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등록장애인, 남성등록장애인의 배우자

내       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신       청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       의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30-1288)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

대       상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출산한 여성등록장애인

내       용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최대 840만원)

신       청  관할 동주민센터

문       의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30-1288)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대       상  관내 출생신고 가정

내       용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의 

출산관련 지원서비스 신청을 한 번에 통합처리하는 서비스

방       법  출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아이사랑 꾸러미" 출산용품 지급

내       용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출생신고시 손세정제 세트 지원

문의 및 수령처  서대문구 여성가족과(330-1834)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       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아동

내       용  출생아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기       간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범       위  온라인 포함 전업종 사용가능(유흥업소 제외)

문       의  서대문구 여성가족과(330-1834)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대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내       용    월 전기요금 30%할인(최대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문       의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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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양육지원정책

03

선천성대사이상(선별, 확진)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대       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내       용  -   선별검사비  신생아 외래 등 검사로 본인부담금 발생 시 일부 지원

-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에 대하여 확진 

검사비 지원 및 환아 지원(특수조제분유 또는 의료비)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330-1473)

※   대표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프로피온산혈증, 크론병,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       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내       용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 수술 및 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최고지원액 한도범위 내

신청기간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330-1473)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 

하여 수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       상  -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ㆍ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영아입양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이용아동, 한부모 가정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 비용 월 64천원,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86천원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지원)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330-147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       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내       용  -   선별검사비지원  입원 중 검사하는 경우는 급여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다만, 신생아  외래 등 검사로 본인부담금 발생 시 검사비 지원

- 재검으로 확진검사 시행 시 확진 검사비 지원

-   36개월 미만 보청기 처방 받은 영유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 

만원 한도)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330-1473)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대       상  임산부 및 생후 2년 미만 아기

내       용  임산부·영유아 전담 간호사 방문 및 건강관리, 심리상담

방       법  -   보편방문 : 산모 건강, 신생아 건강, 신생아돌보기, 모유수유 교육 등

-   지속방문 : 파트너십 형성, 건강발달 향상, 양육역량 강화

신       청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eoul-agi.seoul.go.kr)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방문간호실(330-8698,8678)

01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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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대       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 까지 영유아

내       용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무료 검진(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1577-1000)

아동수당 지급

대       상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연령확대 시행일 : ’22.4월부터) 

내       용  월 10만원 지급

신       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문       의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330-8162)

※ 소급기준  출생일 포함 2개월(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월부터 지급

양육수당 지급

대       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아이돌봄 종일제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 

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2022년도 출생아부터 0~23개월 기간동안 양육수당이 아닌, 영아수당 지급

내       용  월20만원(0~11개월), 월15만원(12~23개월), 월10만원(24개월 이상)

신       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문       의  서대문구 여성가족과(330-1426)

※ 소급기준  출생일 포함 2개월(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월부터 지급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
↓

보육료

해당 월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으며 

보육료 지원

(주의) 보육료 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해 

지원되기 때문에 입소 전까지 반드시 

변경신청을 완료해야 함

해당 월 양육수당은 지원하며 

보육료는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

양육수당

해당 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료는 지원하지 않음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구분
지원내용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
↓

유아학비

해당 월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으며 

유아학비 지원

(주의) 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해 

지원되기 때문에 입학 전까지 반드시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함

해당 월 양육수당은 지원하며 

유아학비는 익월부터 지원

유아학비
↓

양육수당

해당 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유아학비는 지원하지 않음

해당 월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확대

대       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5세 전 계층의 아동

신       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문       의  서대문구 여성가족과(330-1426)

※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전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필수(신청일부터 지원)

※ 아이행복카드는 국민, 우리, 신한, 농협, BC, 롯데에서도 별도 발급

보육료↔유아학비와 관련된 변경신청

지원내용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자격중지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과 기본교육 안내

연장보육 기본보육

어린이집 
이용시간

07:30~19:30(일 12시간) 09:00~16:00

자격
(0~2세)

맞벌이 가정, 구직·취업 준비 가정, 

저소득층, 다문화, 임신, 다자녀, 

장애, 입원 등 기타 돌봄 사유가 

필요한 가정의 아동

연장보육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

 ※ 만3세 이상은 별도 자격없이 누리 연장보육 신청 가능

02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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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대       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6세(미취학아동)

내       용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여 평일 16:00 ~ 

22:00(종료시간 어린이집별 상이)까지 아동보육

보  육  료  무료 

※ 저녁식사 자부담, 유치원생 19:30 이전 보육료 가정부담

신       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문       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       상  - 시간제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 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영아

내       용    아이돌보미 파견, 양육공백 발생하는 이용자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정부지원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 긴급 및 야간·주말 시 일시연계서비스 이용 가능

신       청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322-7554)

시간제보육

대       상  6개월~36개월 영아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받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

내       용  가정 양육자가 시간 단위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

보건복지부형 시간제보육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늘품자연어린이집

산마루어린이집

서대문든든어린이집

성모어린이집

새솔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하늘숲어린이집

선화어린이집

환희어린이집

신청
아이사랑보육포탈

(www.childcare.go.kr)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sdmptcare.or.kr)

보건복지부형 시간제보육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비용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서대문구지원 시간당 3천원)

※ 정부 및 서대문구지원금은 양육수당 수급자에 한해 월 80시간까지 지원

문의
시간제보육 콜센터

(1661-9361)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3217-9550)

우리동네 보육반장

대       상    서대문구민 및 서대문구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영유아 가족

내       용    육아전문가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일반 상담, 출산ㆍ전입 가정에 대한 육아 

정보, 자조모임 관련 정보제공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열린육아방

대       상    서대문구민 및 서대문구 내 직장에 재직자 가족 중 만 18~48개월 영유아와 가족

위치 및 이용시간

남가좌 열린육아방 홍제 행복열린육아방

위치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31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서대문구 간호대로 25-40)

이용시간

월~금 10:00~12:00/13:00~15:00/

15:30~17:30

토요일 10:00~12:00/13:00~15:00

월~금 10:00~12:00/13:00~15:00/

15:30~17:30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장난감 대여사업

대       상  서대문구민 및 서대문구 내 직장에 재직자 중 영유아 가족, 서대문구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일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요일 10:00~16:00

대여기간  대여일로부터 14일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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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타트 사업

대       상  서대문구 거주 60개월 이하 영유아 및 학부모

내       용  출생 단계별 책꾸러미 배부

신       청  - 1단계(18개월 이하) : 동주민센터(출생신고 시 신청완료)

- 2~3단계(19개월~60개월) : 구립도서관 3개소 및 작은 도서관

문       의  서대문구 구립도서관(360-8645)

국가예방접종비 지원

대       상  만12세이하 어린이(2009.1.1 이후 출생자)

내       용  출생부터 만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17종 백신) 백신비와 시행비용 지원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330-1824, 8915)

자녀장려금 지급(세금환급)

대       상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내       용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신       청  매년 5월 국세청 홈텍스·손텍스(어플)·ARS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

문       의  국세청(126),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 서대문구 

가정 형태에 따른

지원정책

04

아이와 
행복한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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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가정 형태에 따른 지원정책

04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감면

대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

내       용  월 전기요금 30%할인(최대 16,000원)

신청 및 문의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감액

대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만 18세미만)

내       용  취사전용(월420원), 취사·난방겸용(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신청 및 문의  서울도시가스(1588-5788, www.seoulgas.co.kr)

다자녀가정 지역난방비 지원

대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

내       용    월 4,000원씩 지원되며,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분의 지원액의 

1년분을 8월 일괄지급

신청 및 문의  지역난방공사(1688-2488)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       상 자동차 취득 시점에 3자녀 이상 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가정

내       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감면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

만원까지 감면

문       의 서대문구 세무2과(330-1161)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장학금) 지원

대       상    국내 대학 학자금지원 8분위 이하 3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연령무관, 

미혼) 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내       용  -   첫째·둘째  부모소득이 8분위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450만원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 중복수혜 불가

- 셋째  등록금 전액 지원

문       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대       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내       용    자녀 2명 12개월, 자녀 3명 30개월, 자녀 4명 48개월, 자녀 5명 50개월의 국

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함

문       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       상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3세 이하)

내       용  - 다둥이 행복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우대혜택 제공

-   공영주차장(2자녀30%, 3자녀50% 감면), 자치회관(50% 감면), 영화관·

서점·식당 등 협력업체 할인

문       의    다산콜센터(120), 동주민센터 및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http//seouli.bccard.com) 

다둥이 카드 협력업체

업체명 업종 주소 제공혜택

공안당한의원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45 (냉천동)

영유아 성장,면역력 강화를 

위한 한약(귀용탕)구입시 15% 

할인 한방치료비10% 할인

(한약조제로 처방시)

동성한의원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68 2층 (옥천동)
한약 구매 시 10% 할인

문화씨체널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98-1 (홍은동)
안경구입비 30% 할인

성기호 한의원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52-3 (홍은동)
한약 구입시 10% 할인

안경매니져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0102호 (미근동,

웨스트게이트타워)

이용요금의 10% 추가할인

01 다자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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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종 주소 제공혜택

연세가정의원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62, 두산아파트 

상가 4층 (북아현동)

이용요금의 10%할인

연세드림치과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40 (홍제동)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보철치료(비보험)에 대해 상시 

10%할인,세자녀 이상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레진

충전치료 5% 추가할인

(총 15%할인)

연희아이렉스
안경점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7 (홍은동)
안경구입비 20% 할인

열린한의원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426
전체 이용금액의 3%적립

유앤아이
 안경콘택트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2

안경 구매 시 20% 할인(일회

용 렌즈, 렌즈용품 제외)

함소아 한의원 건강/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58-33, 301호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구매시 

10% 할인, 포인트 적립

서대문구 공영
주차장 33개소

공영

주차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72 외 32개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는 30%, 세자녀 

이상은 50% 할인혜택 

(구비서류 필요)

국제컴퓨터학원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73-4, 3층 (천연동)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정 

수강료 20% 할인 (일반가정 

2자녀이상 동시 수강시 

수강료 10% 할인)

꿈나무 태권도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82(한양상가-304)
이용요금의 10% 할인

남가좌1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2길46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남가좌2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0길28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업체명 업종 주소 제공혜택

북가좌1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3길2호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북가좌2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1길10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북아현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4 (북아현동)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브레인 에듀 
학원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38 (남가좌동)

교육비(학원수강료)의 

20%할인

서대문문화회관 
여성센터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39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를 둔 부모

: 수강료50%감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자녀를 둔 부모

 : 수강료30%감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51

서대문구민 3자녀 이상 

가정은 관람료 면제

신촌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47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엘리트화랑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57, 만솔빌딩 4층 

(북가좌동)

신규등록시 도복무료지급

(3만원)/ 5%수강료 

할인(5000원)

연희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89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연희동 
자치회관 별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3-10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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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음악교습소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27, 1층 (홍제동)
수강료 15% 할인

지캠프클래스
홍제학원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105-8012층
수강신청 시 수강료 10%할인

태풍학원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69 3층(우측)

(영어, 수학, 국어, 피아노) 각 

과목별 20% 할인

홍제소망학원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2길9 2층
학원수강료의 10%감면

천연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694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충현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길 38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충현동 
자치회관 별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0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홍은1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세검정로 1길 45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홍은1동 
자치회관 별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산 1-63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홍은2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37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홍제1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일로27길19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업체명 업종 주소 제공혜택

홍제2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4길 27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홍제3동 
자치회관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4길 32

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둔 직계비속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50%할인

반디앤루니스 
신촌점

도서/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83, 

현대백화점 9층 (창천동)

자체포인트 5%적립, 

제반회원혜텍

이솝 아동도서 
할인매장

도서/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33 (홍제동)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도서구입시 구매금액의 

10% 적립

꿈을 이루는 
작은도서관

도서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길18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도서관일반프로그램 70%, 

특기적성 및 

외국어 프로그램 30% 감면

상수유통 마트/식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82
구매액의 5% 할인

행복나눔플러스 마트/식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1동 150-38(지층)
전체 품목 10% 할인

서대문구
 궁동산체육관

문화/체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97 (연희동)|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개인연습 사용료 30% 감면

서대문구 
체육회관

문화/체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13, 301호 (홍제동)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둘째아 가정 10%,/

셋째아 이상 가정 20% 할인

도모 가구점 생활/금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1동827번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가족중

 3자녀이상 가정에 리바트

 학생용가구 전품목 20% 할인

스튜디오 허브 생활/금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344-1
10% 할인

신생
(삼천리자전거 

모래내점)
생활/금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 18 (남가좌동)

자전거 및 보호장구 10~15%

할인(품목별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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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신촌 외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9 (창천동)

1만원이상 구매시

콘샐러드 1개 무료

KFC 홍제역 외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42-1,

253-15호1층B1층 (홍제동)

1만원이상 구매시 

콘샐러드 1개 무료

김용현베이커리 외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94 (홍은동)
제과 구입액의 10% 할인

버거킹
 세브란스

외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9-1타호(120-140)

1만원이상 구매시 

콘샐러드 1개 무료

버거킹 신촌점 외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01 (창천동)

1만원이상 구매시 

콘샐러드 1개 무료

버거킹 이대 외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30 (대현동)

1만원이상 구매시 

콘샐러드 1개 무료

성호각 외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150-52층|

5% 할인( 아동 동반한 카드 

소유자 및 홀 이용시만 할인 

가능, 배달시 할인 불가)

피자마루
 냉천점

외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261-2
이용금액의 10% 할인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시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연희동)

3자녀 이상 가정의 청소년

(만9세~만24세)이 시설 

이용시 이용료 30% 할인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시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151

감면대상자(다자녀가정 포함) 

시설 이용시 우선 순위 배정

리바이스키즈
현대신촌

출산/육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83, 

현대백화점신촌점 (창천동)

전품목20%(세일및행사,

기획,수입용품제외)

서대문구 건강
가정지원센터

출산/육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4

프로그램 이용 접수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우선 

선정(다둥이카드 소지자)

서대문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출산/육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

연회비 면제

업체명 업종 주소 제공혜택

키즈카페보뚜 출산/육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7 한신휴플러스 2층

주말 10회 쿠폰 결제시 10%

할인이용요금의 10%할인 

(1일1회 한정, 스낵류 및 

아이스크림 제외)

파코라반베이비 
현대신촌점

출산/육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83 (창천동)

전품목20%(세일및행사,

기획,수입용품제외)

현대신촌점
압소바

출산/육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83 (창천동)

전품목20%(세일및행사,

기획,수입용품제외)

현대신촌점
프리미에쥬르

출산/육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83 (창천동)

전품목20%(세일및행사,

기획,수입용품제외)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사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언니한테 물어봐“

대       상  결혼이민자

내       용    초기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일상생활지원, 지역정보지원,  

심리정서지원)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 (375-7530)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사업

대       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내       용 결혼이민자 집단상담, 부부 집단상담, 다문화가족 여가문화프로그램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1)

한국어교육

대       상  결혼이민자, 외국인 

내       용    단계별 한국어 학습을 통해 일상,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반~고급반, 토픽Ⅱ대비반, 실생활한국어기초반)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1)

02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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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대       상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정(단, 증명서 발급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60%이하)

내       용  한부모아동양육비, 학비(고등학생), 교통비 및 학용품비(중·고등학생) 등 지원

신       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       의  서대문구 여성가족과(330-1287)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대       상    만24세미만의 청소년이 혼자 자녀를 키우며 소득인정액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단, 증명서 발급 대상자 기준은 중위 

소독 72%이하)

내       용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

고시학습비 등

신       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       의  서대문구 여성가족과(330-1287)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

대       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내       용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정착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지원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1)

자녀 언어발달지원

대       상 다문화가족 자녀 만 12세 까지

내       용 언어발달평가 및 연령수준에 맞는 언어교육

기       간 최대 2년(6개월 교육×4회)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대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및 가족, 외국인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가족 등

내       용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1~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대       상  서대문구거주 만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

내       용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및 자녀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

취약·위기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 가족

※ 3인 기준 소득  4,195,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165,933원 이하

내       용  사례관리, 학습·정서지원, 긴급·위기지원, 가족 맞춤형 서비스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22-7595)

다누리콜센터

대       상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내       용  긴급지원 생활정보제공, 13개 언어서비스 제공

문       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03 한부모 가정

04 취약·위기 가정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대       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원/월 1,458,609원 2,445,063원 3,146,025원 3,840,810원 5,180,253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 본인과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 합산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문       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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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대       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원/월 1,653,090원 2,771,072원 3,565,496원 4,352,918원 5,120,838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3억 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본인과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 합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시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 완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원/월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3억 7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본인과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 합산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문       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05 입양 가정

입양축하금

대       상  입양확정일이 2022. 1. 1. 이후인 입양특례법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내       용  아동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1회)

문       의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330-1391)

입양아동 양육수당

대       상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가정에 한함

내       용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 입양 가정은 양육보조금(중증장애 월 627

천원, 경증장애 월 551천원)을 추가 지급 

문       의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330-1391)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대       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자사고 

및 특목고 등 재학 고등학생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21년부터 무상교육 전면 시행

내       용  - 매 분기별 1인당 최고 500천원까지 지원(연 2,000천원)

- 고지서 영수금액 기준 지원(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문       의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330-1391)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대       상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상의 국내입양, 가정 위탁보

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내       용    월 20만원 이내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문       의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330-1391)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지원

대       상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내       용  의료급여 1종 지원

문       의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30-1632)

06 장애아 가정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       상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 종일제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등록장애아

내       용  -36개월 미만 :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원

문       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대문구 여성가족과(33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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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맞벌이 가정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프로그램 및 공간제공

대       상    서대문구 거주 및 관내 재직 중인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장맘을 포함한 

맞벌이 가정

내       용    가족 교육, 가족 힐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센터 공간을 활용

한 가족여가시간(영화 관람, 보드게임 대여 등) 활용 지원

문       의  서대문구 가족센터(730-7595)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지급

대       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내       용    출산전후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간 휴가와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

원하는 제도

방       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센터에 휴가확인서와 

휴가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문       의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77-6000)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       상  만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

자       격    장애등록,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소지, 혹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   만 5세 이하만 의사진단서 제출가능(단, 의사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함)

※ 취학유예 아동은 장애등록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필요

내       용  장애통합반 등 장애아보육료 지원

문       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대문구 여성가족과(330-1426)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대       상  만3~5세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내       용  (공립) 월 최대 236,000원(유아학비 150천원+무상교육비 86천원)

(사립) 월 최대 684,000원(유아학비 350천원+무상교육비 334천원)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포함 

문       의  유아학비 콜센터(1544-0079), 서부교육지원청(390-565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       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

산여성(유·사산 포함) 

내       용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총 150만원 지급

방       법  신청서류 구비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신청

문       의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77-6000)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대       상    출산한 배우자(아내)를 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남편)

내       용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문       의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77-6000)

육아휴직 및 급여지급

대       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기       간  최대 1년 (2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내       용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일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

액  월 70만원) 직장복귀 6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합산하

여 일시불로 지급

문       의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77-6000)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       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

내       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

(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문       의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77-6000)

육아
휴직

1차 사용자(주로 어머니) 2차 사용자(주로 아버지)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지원금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

한 70만원)

<나머지 기간>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나머지 기간>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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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대       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

용한 근로자 부부

내       용    (1~3개월)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월 최대 30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월 최대 150만원)

문       의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77-6000)

서울시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내       용  직장맘 고충상담, 직장맘 커뮤니티 운영 등

위       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4 21동 2층

문       의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308-1220)

서대문새일센터

내       용  구직희망여성(경력단절여성 직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위       치  서대문구 신촌역로10 혜우빌딩4층

문       의  서대문새일센터(332-8661)

서대문일자리플러스센터

내       용  구인·구직 심층 상담 실시,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활동 제공

위       치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1층

문       의  서대문일자리플러스센터(330-1419)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내       용  전문여성인력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위       치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문       의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332-8661)

서대문 여성이룸센터

내       용  여성 취·창업 교육 및 창업 공간 임대 등 여성의 자립 기반 제공

위       치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문       의 서대문여성이룸센터(0507-1480-8607)

서대문구 

출산·양육 가정

지원기관

05

아이와 
행복한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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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출산·양육 가정 지원기관

05

서대문구 가족센터

내       용  가족 교육·상담·아이돌봄 프로그램 및 한국어교실, 자조모임 등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322-7595)

홈페이지  https//sdmfc.familynet.or.kr

공동육아나눔터

대       상  영유아, 초등학생, 부모

내       용    육아정보공유, 공동육아 소모임 및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과 활동키트 제공 등

을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상시프로그램 운영, 공간대여

일       시  1월~12월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02-730-7595), 초등돌봄 공동육아 

나눔터(070-8822-7597)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용  육아정보나눔, 열린육아방, 장난감대여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31(3217-9550)

홈페이지  www.sdmccic.or.kr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내       용  만 6세~12세 초등학생에게 돌봄제공

위치 및 전화번호    - 1호점 : 서대문구 거북골로 195-1(북가좌1동) (02-303-7779) 

- 2호점 : 서대문구 연희로 139-5(연희동) (02-336-7970) 

- 3호점 : 서대문구 간호대로 35-12(홍제3동) (02-396-2384) 

- 4호점 :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홍은2동) (02-379-0709) 

- 5호점 : 서대문구 독립문로 28 1층 및 2층(천연동) (02-365-7942) 

- 6호점 : 서대문구 증가로20나길2, 2층(북가좌2동) (02-304-6603) 

- 7호점 :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56, 2층(남가좌2동) (02-6953-1389)

홈페이지 및 예약  https//icare.seoul.go.kr/

안산도시 자연공원

시       설  장애물이 없는 순환형 산책로, 안산방죽, 메타세콰이어길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홍제동 산33일대(330-1958)

서대문 독립공원

시       설    서재필선생상, 순국선열추념탑, 3.1독립선언기념탑, 배드민턴장, 농구장,  

생활체육시설, 연못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독립공원 주차장(312-2958)

궁동근린공원

시       설  산책로, 조합놀이대,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 일대

초등돌봄교실

내       용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의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초등돌봄교실 : 1~2학년 중심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3~4학년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문       의  각 초등학교 및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지역아동센터

내       용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에게 교육, 보호, 문화활동 등 돌봄서비스 제공

위치 및 전화번호    -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 서대문구 거북골로 195-1(02-376-1762) 

- 나무를심는학교 : 서대문구 북아현로11가길 18(02-362-2147) 

- 다락지역아동센터 :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95(02-392-3335) 

- 새로핌지역아동센터 : 서대문구 증가로 118(02-6015-6339) 

- 신일지역아동센터 :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107(070-8268-8822) 

- 청소년1318해피존나무를심는학교 :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55(02-313-2147) 

- 주원지역아동센터 : 서대문구 홍제원6길 4(02-396-4483)

01

02

돌봄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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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천 음악분수

시       설  음악분수, 테이블, 벤치, 데크

주       소 서대문구 연희로 262-24(홍은동)

백련근린공원

시       설  정자, 그늘막, 조합놀이대, 음수대, 산책로, 배드민턴장

주       소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73

인왕산유아숲체험장

시       설  밧줄다리, 숲속교실, 경사놀이, 숲속의집, 모래놀이장, 복합 밧줄놀이

주       소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152-14

천연분소

내       용  1차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 등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독립문로 27(3140-8331)

홍은분소(한방건강증진센터)

내       용  침, 뜸, 한방약품(과립제) 투약, 한방건강상담, 방문진료 등 한방진료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45 홍은1동 자치회관 1층(3140-8340, 

8346)

가좌보건지소

내       용  만성질환예방, 재활보건, 구강보건, 영양교실 운영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수색로 100-55 북가좌1동주민센터 3층(3140-8368)

우리들(서대문보건소별관)

내       용  치매예방지원센터(2,3층), 정신보건센터(4층)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연희로 290(379-0183, 337-2165)

도서관

서대문도서관(시립)

이용시간    - 자율학습실 07:00~15:00(주말 07:00~22:00) 

- 종합자료실 09:00~22:00 

- 어린이자료실 09:00~18:00  

- 디지털자료실 09:00~20:00(주말 09:00~17:00)  

-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휴관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6948-2160)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구립)

이용시간    평일(09:00~18:00), 토·일요일(09:00~17:00)

※ 야간개관(종합자료실) : 평일(09:00~22:00),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관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80(360-8600~3)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구립)

이용시간    평일(09:00~18:00), 토·일요일(09:00~17:00),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관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증가로10길 16-15(360-8670~1)

홍은도담도서관(구립)

이용시간  평일(09:00~18:00), 토·일요일(09:00~17:00)

※ 야간개관(종합자료실) : 평일(09:00~22:00), 매주 금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관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29(360-8640)

공공 야간약국

내       용    심야시간대 일반의약품·의약외품·처방전에 의한 조제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운영 

약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시간

대유약국 모래내로 359 02-379-4415
365일 22:00~

다음날 01:00

은하약국 명지대3길 1 02-372-1513
월~수 22:00~

다음날 01:00

정약국
신촌로 109, 1층 

111-2호(상가 안)
02-393-3156

목~일 22:00~

다음날 01:00

문       의  서대문구 의약과 330-8956 

03

04

건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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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작은 도서관

동 명 도서관명 연락처

충현동 알음알음 작은도서관 330-8164

천연동 하늘샘 작은도서관 3140-8334

북아현동 북아현마을북카페 330-8672

연희동 아이누리 작은도서관 330-8775

홍제1동 새싹 작은도서관 330-8663

홍제2동 꿈이있는 작은도서관 330-8453

홍제3동 문화촌어린이 작은도서관 330-8991

홍은1동 햇살 작은도서관 330-8461

홍은2동 행복 작은도서관 330-8788

남가좌1동 파랑새 작은도서관 330-8992

북가좌1동 늘푸른열린 작은도서관 330-8554

북가좌2동 가슴따뜻한 작은도서관 330-8652

북가좌2동 이팝꽃향기 작은도서관 302-9798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관명 소재지 연락처

새솔도서실
북아현로19길 

58-21
3277-3190

천연뜨란채문고 독립문로8길 54 365-2800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세상 가좌로 123 375-7179

힐신숲작은도서관
이화여대8길 123, 

힐스테이트신촌
-

하늘샘어린이도서관 가좌로 154 070-4060-0617

돈의문센트레빌작은도서관 독립문로14길 33 364-8522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1블록 작은도서관 수색로 100 302-3105

수어영상도서관 수색로4가길 23 3156-6699

세빛도서관 통일로35길 18 070-5001-4656

어깨동무어린이작은도서관
거북골로14길 32, 

DMC아이파크
-

홍제천작은도서관 통일로 510, 214호 -

하뜰안도서관 가재울로 13 309-6477

북한산더샵아파트작은도서관 통일로 510 391-9903

연희파크푸르지오작은도서관 홍제천로 136 336-1185

하늘꿈작은도서관 가재울로14길 4 372-6132

작은도서관당나귀 거북골로 55, B1 070-8718-9004

그린힐작은도서관 연희로14길 70, 1층 02-375-2357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대상  청소년~만24세 누구나

이용시간  화~토(09:00~18:00), 일(09:00~18:00), 매주 월·법정 공휴일 휴관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포방터길 110(3216-1318)

홈페이지  http://www.hyc.or.kr/main.php

홍은청소년 공부방

위치 및 전화번호  홍은중앙로 5길 15(391-4031)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g55dfriends

서대문진로 직업체험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포방터길 110(395-1318)

홈페이지  http://myway1318.or.kr

서대문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증가로 30길 45-9(3141-1318)

홈페이지  http://sdm7979.or.kr

서대문 교육복지센터

이용대상    관내 교육 취약계층(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자녀, 담임추천, 결손가정) 

아동 및 청소년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모래내로 15길 37, 남가좌1동 주민센터(303-1392)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용시간  -   3월~10월(평일 09:00~18:00/토요일ㆍ공휴일 09:00~19:00)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사전예약 후 관람가능)

- 매주 월요일ㆍ명절 휴관 ※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참고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330-8899)

홈페이지  https://namu.sdm.go.kr

05 체육/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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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청소년수련관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334-0080)

홈페이지  http://fun1318.or.kr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용시간  3월~10월(09:30~18:00), 11월~2월(09:30~17:00) ※ 매주 월요일 휴관

위치 및 전화번호  서대문구 통일로 251(360-8590)

홈페이지  http://sphh.sscmc.or.kr/

<임신·출산 정보>

서대문구 보건소  http://health.sdm.go.kr

마더세이프  http://www.mothersafe.or.kr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육아 정보>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서울시보육포털  http://iseuol.seoul.go.kr

다둥이행복카드  http://seouli.bccard.com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http://www.sdmccic.or.kr

서대문구가족센터  https://sdmfc.familynet.or.kr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http://epworkingmom.tistory.com

100인의 아빠단  http://cafe.naver.com/motherplusall

모여라 서대문 맘 카페  http://cafe.naver.com/sdmmother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06 유용한 웹사이트

그것이 

알고싶다 

서대문

06

아이와 
행복한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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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서대문

06

“아기가 자고있어요” 초인종 스티커 배부

대       상  관내 임신·출산 가정

내       용    현관문이나 초인종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아기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스티커 

배부

문       의  거주지 관할동주민센터 및 여성가족과(330-1834)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대       상    2022년 관내 초등학교 입학 아동 중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한 셋째아 이상 

아동

내       용  1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지급

신       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       의  서대문구 여성가족과(330-1834)

1인가구 지원사업

대       상  서울시 생활권 1인가구(서대문구민 우선)

내       용    자립시기를 고려한 역량강화 교육, 소통 및 정서 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운

영 지원을 통해 사회적관계망 증진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070-4267-5007)

신기한놀이터

신기한 놀이터 1호-떼굴떼굴놀이터

주요시설  - 모래 놀이터1(언덕 미끄럼틀, 유아용 오아시스, 개울물 놀이터, 모래놀이 탁자)

-   모래 놀이터2(모래채취 놀이대, 모래 굴삭기, 개울물 놀이대, 모래놀이 탁자)

- 모래 놀이터3(모래 굴삭기, 여러 가지 사방치기)

- 세족장 및 음수대, 잔디마당

주       소  서대문구 송죽길42(홍제동)

신기한 놀이터 2호-야호야호놀이터

주요시설  - 모험 놀이공간 : 스페이스 네트, 짚라인, 모험 슬라이드, 트램폴린, 마운딩놀이대

- 숲속 놀이공간 : 통나무기차, 거미줄 오르기, 외나무건너기, 해먹

- 숲속 교실, 유아숲 체험공간, 친환경 마을텃밭 등

주       소  서대문구 홍제동 41-40일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키즈헬스케어센터 아이랑

이용대상  - 바디펌프존(체력측정) : 5세 ~ 9세

- 플레이펌프존(자유놀이터) : 36개월 ~ 9세

문       의  서대문키즈헬스케어센터 아이랑(360-8570~2)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sscmc_i-rang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장기휴관 중이며, 재개관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01

02

03

서대문구 양육 지원정책

서대문구 다양한 가정 지원정책

시설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대       상  예비부모·영유아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40가정 이상

내       용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장       소  서대문구가족센터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

맞벌이가정 자녀 방학돌봄지원

대       상  서대문구 거주 맞벌이 가정 자녀(초등1~4학년)

일       시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 중 각 15회 실시

내       용  방학기간 중 자녀 방학 학교 프로그램 운영(15회)-교육·체험·진로체험 등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730-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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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담

대       상  서대문구민 및 서대문구 재직자 중 영유아 가족

시       간  평일 10: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방       법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및 전화 상시 접수

내       용  아동발달검사, 양육상담, 양육자 심리검사 및 정서상담, 아동학대 의심사례 상담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부모교육

대       상  서대문구민 및 서대문구 재직자 중 영유아 양육자

내       용  영유아 발달, 기질, 놀이와 부모 양육태도 등 양육 관련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 

방       법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놀e-프리퀀시

대       상  서대문구민 및 서대문구 재직자 중 영유아 가족 (회당- 영아 25가족, 유아 25가족)

내       용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자녀 놀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자료를 

제공하여 놀이 프리퀀시 적립 방식으로 운영하는 부모교육

방       법  서대문키드센터 홈페이지 접수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서대문 커뮤니티 생애주기 양육자 교육

대       상  서대문구민 및 서대문구 재직자 중 영유아 양육자, 조부모, 임신부부, 영유아

내       용    임신부부 교육 ‘위대한 탄생’, 양육자 자율모임 ‘엄마쌀롱’, 아빠놀이학교, 조

부모 교육 ‘라떼는 말이야’

방       법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Happy Daddy 공모전 

대       상  서대문구민 및 서대문구 재직자 중 영유아를 양육자

우리 아빠는 Friendy 우리 아빠는 Cook-Daddy

6~7월 9~10월

최고의 놀이친구인 아빠 육아 참여 사례를 

공유하는 동영상 공모전

아빠만의 레시피로 우리 아이에게 

요리해주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공모전 

방       법  서대문키드센터 홈페이지 접수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아빠 육아골든벨

시       기  9월 

대       상  서대문구 영유아 자녀를 둔 아빠 100명

내       용  집에서 Zoom으로 참여하는 육아상식 퀴즈대회

방       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예약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대       상  관내 어린이집 

내       용    장애(위험) 영유아와 그 가족, 보육 중인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장애아순회지원, 아동발달검사, 취약보육교육,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방       법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어린이집 안전 카시트 대여 

대       상  관내 어린이집 

내       용  영유아의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 현장학습 차량에 영유아용 좌석안전띠 대여

방       법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서대문키드센터

대       상  서대문키드센터 홈페이지 회원 

내       용  비대면·디지털 육아·보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세부사업명

육아 보육

웹 기반 부모교육,

육아 전문가 토크쇼,

우리 아이 북큐레이터, 

랜선 클래식 여행 등 

즉문즉설 컨설팅,

필수교육 e-강좌,

T&I 놀이 등

방       법  서대문키드센터 홈페이지 열람 및 접수

문       의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17-9550) 

04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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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 지원

취약·위기 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 

부모 등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 가족

※ 3인 기준 소득  4,195,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165,933원 이하

내       용  사례관리, 학습·정서지원, 긴급·위기지원, 가족 맞춤형 서비스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22-7595)

부모역할지원사업 (좋은 부모로 가는 길 GPS)

대       상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부모, 자녀

내       용  생애주기별 특성 및 성교육, 진로, 기질검사, 부모&자녀 체험활동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 (730-7595)

아버지역할지원 (아빠특별시, 아!신나!)

대       상  서대문구 거주 아버지, 6~13세 자녀 45가정

내       용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아버지 교육, 놀이 활동 등)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 (730-7595)

맞벌이가정 자녀 방학돌봄지원

대       상  서대문구 거주 맞벌이 가정 자녀(초등1~4학년)

일       시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 중 각 15회 실시

내       용  방학기간 중 자녀 방학 학교 프로그램 운영(15회)-교육·체험·진로체험 등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730-7595)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맞춤형 가족프로그램’

대       상    서대문구 거주 및 관내 재직 중인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장맘을 포함한 

맞벌이 가정

내       용  가족 교육, 가족 힐링 체험 활동 등 가족 교육 및 가족 친화 활동

문       의  서대문구 가족센터(730-7595, https//sdmfc.familynet.or.kr/)

서울가족학교 (쓰리가)

취       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가족 건강성 도모

대       상  서울 생활 영역권(거주지, 직장 등)

지원내용  예비·신혼부부교실, 아동기·청소년기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패밀리셰프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730-7595)

가족상담

대       상  가족구성원 누구나

내       용  대면 및 비대면(전화, 화상) 상담(기본 6회기 무료)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22-7594)

1인가구 지원사업

대       상  서울시 생활권 1인가구(서대문구민 우선)

내       용    자립시기를 고려한 역량강화 교육, 소통 및 정서 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지원을 통해 사회적관계망 증진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070-4267-5007)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상담

대       상  가족구성원 누구나

내       용  대면 및 비대면(전화, 화상) 상담(기본 6회기 무료)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22-7594)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사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언니한테 물어봐“

취       지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 지원

대       상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초기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일상생활지원, 지역정보지원,  

심리정서지원)

문의전화  서대문구가족센터 (375-7530)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대       상  서대문구거주 만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

내       용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및 자녀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

05 서대문구가족센터 (구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4  아이와 행복한 서대문 06. 그것이 알고싶다 서대문  55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대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및 가족, 외국인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가족 등

내       용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1~2)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대       상  예비부모·영유아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40가정 이상

내       용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

한국어교육

대       상 결혼이민자, 외국인

내       용   단계별 한국어 학습을 통해 일상,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반~

고급반, 토픽Ⅱ대비반, 실생활한국어기초반)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1)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

대       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내       용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정착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지원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1)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대       상  다문화가족 자녀 만 12세까지

내       용  언어발달평가 및 연령수준에 맞는 언어교육 최대 2년(6개월 교육×4회) 지원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1)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취       지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대       상  다문화가정 학령기(초등1~6학년) 자녀 및 부모

지원내용    온라인 동아리 활동 (사회성), 직업 체험 및 직업인 인터뷰(미래설계),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자녀관계향상)

문의전화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1) 

다문화가족 취학준비지원 다배움 ‘DO!근DO!근 한글,수학’

취       지  학령기 다문화 아동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기초학습지원

대       상  서대문구 거주 다문화가정 7세 자녀(2016년생)

내       용  미취학 아동 기초 한글, 수학 프로그램 주2회 그룹 수업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375-7530)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       상  - 시간제 :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 종일제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영아

내       용    아이돌보미 파견, 양육공백 발생하는 이용자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정부지원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긴급 및 야간·주말 시 일시연계서비스 이용 가능

신       청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문       의  서대문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322-7554)

공동육아나눔터

대       상  영유아, 초등학생, 부모

내       용    육아정보공유, 공동육아 소모임 및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과 활동키트 제공 등

을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상시프로그램 운영, 공간대여

문       의  - 서대문구가족센터 홍제동 공동육아나눔터(02-730-7595) 

- 연희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070-8822-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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