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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전환,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멈춤 없는 도전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일상회복으로 향하는 우리의 기대감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

‘새 시대의 희망’를 안고

힘차게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구민의 열망을 담은 구정 주요 핵심사업들을 

목표대로 이루어 내고, 

구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멈춤 없는 도전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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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빛난 서대문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부문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기반으로 2022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외부 평가 및 수상현황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평가주최)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1 2021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건설관리과

(도시빛정책과)

대 상 1

우수상 2
-

2 푸른도시 서울상 
푸른도시과

(서울시)

대상

(생기정원가드너)
-

3 2021(2020실적)정부합동평가 
기획예산과

(평가담당관)
최우수 33,000

4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성과 평가
민관협치과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가’등급 615,000

2021 자치구 참여예산제 종합평가 

5 2021 천만시민기억친구UCC공모전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의약과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우수상 -

6 2021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건설관리과

(도시빛정책과)
우수구 140,000

7 서울 유니버설디자인대상
푸른도시과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우수상 -

8 2021년 치매관리사업 특화사업 경진대회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의약과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우수상 -

9
2021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똑똑문안서비스)

복지정책과

(시민봉사담당관)
우수상

1,500

(포상금)

10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민원여권과

(시민봉사담당관)
장려상

11 2021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

청소행정과

안전치수과

(서울시)

장려상 5,000

12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우수사례 발표대회

(신촌 청년 창업밸리 청년 임대주택 조성사업)

건축과

(서울시)
장려상

200

(상품권)

13
2021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신촌 박스퀘어) 

사회적경제과

(서울시 감사담당관)
장려상

200

(포상금)

서울시 일반사업 평가(2021)

52개 부문 수상

61개 사업 270억원

8억 8천 3백만 원

 외부평가사업  

 외부공모사업  재원확보 

 수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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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주관기관)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1 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전(신촌 박스퀘어) 
사회적경제과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상

2,000

(포상금)

2 2021 주소정보 업무 유공 지적과(행정안전부) 국무총리상 -

3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이진아기념도서관)
민관협치과 도시관리공단

(문화체육부)
국무총리상

1,500

(포상금)

4 2021년(제16회)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 여성가족과(여성가족부) 국무총리상 -

5 2021 정보공개 종합평가 기획예산과(행정안전부)
최우수 기관

(전국 1위)
-

6 2021 국민행복민원실 민원여권과(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기관인증

1,000

(포상금)

7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 복지정책과(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장관상 15,000

8 2021 치매극복 희망 수기·영상 공모전

서대문구치매

안심센터-의약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상

9 2021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자체평가 아동청소년과(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상 15,000

10 2021 제27회 독서문화진흥 유공

민관협치과

하늘샘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11 2021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아동청소년과(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장관상 -

12 2021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13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도시계획과 안전치수과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장상 -

14 2021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자치단체 선정 민관협치과(행정안전부) 종합상(우수) 60,000

15 202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감사담당관(감사원) ‘A’등급 -

16 2021년 1분기 적극행정 실적 인정사례 선정(규제애로 해소) 기획예산과(행정안전부) 실적 사례 선정 -

17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포상 도시관리공단(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장관상 -

18 2021 정보공개 종합평가 도시관리공단(행정안전부) 최우수 기관 -

19 2021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도시관리공단(행정안전부) 최우수공기업 -

20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도시관리공단(교육부)

(인사혁신처)
인증기관 선정 -

21 2021 날씨경영 우수기관 도시관리공단(기상청) 인증기관 선정 -

22 2021 여가친화 우수기관
도시관리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인증기관 선정 -

23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도시관리공단(보건복지부) 인증기관 선정 -

24 2021 가족친화 우수기관 도시관리공단(여성가족부) 인증기관 선정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주관단체) 평가결과

1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기획예산과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

조직위원회)

대상

2 2021 청년친화헌정대상
사회적경제과

[(사)청년과미래]
종합대상

3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기획예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SA(최우수)

4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후환경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최우수상

5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기후환경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MBN)
최우수상

6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도시계획과

안전치수과

(거버넌스센터)

우수상

7 제4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재무과

(한국경제신문)
우수상

8 2021년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국노인일자리대회 
어르신복지과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우수

지자체상

9 제1회 민족정기상(자치단체장)
문화체육과

(광복회)
수상

10
제24회 상호 존중하는 좋은 경영대상 

(올해의 히포시 리더상)

여성가족과

(㈜여성신문사, W경제연구소)
수 상

11 2021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대회
세무1ㆍ2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상

12 서울시민카드 우수기관
도시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수기관 

선정

13 체육시설 안전경영(KSPO45001) 인증
도시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증기관 

선정

14 유니버셜 관광시설 인증
도시관리공단

ㅈ(서울문화재단)

인증기관 

선정

15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기관 인증
도시관리공단

(한국생존수영협회)

인증기관 

선정

중앙부처 평가(2021) 민간부문 평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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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방향

VISION

서대문! 미래를 품다

캐치프레이즈

아름다운 변화, 열린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구정기조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

전략과제

01 02 03
권역별 공간전략으로

상생하는 경제 서대문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 서대문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문화 서대문

04 05 06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대문

도시환경이 깨끗한

친환경 서대문

책임과 권한을 주는

참여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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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현황

보조금 43.69%

(3,031억 원)

지방세 17.4%

(1,201억 원)

조정교부금 19.7%

(1,36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 (515억 원)

세외수입 8.2% (565억 원)

지방교부세 3.3% (231억 원)

세출현황

사회복지 50.4%

(3,479억 원)

환경보호 6.2% (431억 원)

문화 및 관광 1.9% (131억 원)

교육 3.0% (20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0.3% (22억 원)

일반공공행정 6.9% (480억 원)

예비비 0.8% (5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 (239억 원)

수송 및 교통 3.0% (208억 원)

산업·중소기업 1.6% (108억 원)

농림해양수산 0.4% (29억 원)

보건 3.3% (228억 원)

재정현황

일반회계 6,772억 원      특별회계 136억 원

총예산규모 6,908억 원 편성  

일반현황

143,647가구

주택 기반시설단독 8,713호(7.4%)

아파트 47,277호(39.6%) 

연립주택 4,520(3.8%)

다세대 24,464(20.6%)

다가구 33,794(28.6%)

도로 311km(17.25%) 

상수도 517.42km(100%)

공원 520ha(29.5%) 

하수도 326.6km

도시가스 148,515가구(100%)  

지하철 8.5km(2·3·5호선)

•안산ㆍ백련산 등 자연녹지 공간이 풍부한 전형적인 주거지역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북권의 중심지역

•연세대·이화여대 등 명문대학이 밀집된 교육과 문화의 도시

지역특성

※ 65세 이상 노인인구 : 53,822 명(17.7%)

144,838세대 

(2021.12.31.기준)

인구

남자여자

52.2%

159,125명

47.8%

145,694명

면적

주거지역 15.37㎢(87.27%)  

상업지역 0.28㎢(1.59%)  

녹지지역 1.96㎢(11.13.%)  

17.61㎢ 서울시의 2.91%

주요시설 행정조직교육기관 75개소

보육시설 142개소

복지시설 233개소

문화재 152개 

의료기관 438개소

행정구역 14개동 510통 3,669반

조직 

1담당관,6국(33과), 

1소(3과 1지소), 

14동, 1사무국, 1사업소

인원 1,4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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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역점사업서대문_미래상Theme

권역별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 1 조감도(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2 공공산후조리원 후면   

3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추진  4 도시재생 복합센터 조감도

1

2

3

4

Ⅰ. 권역별 핵심사업

     (신촌연희, 가좌, 홍제홍은, 충정북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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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제천 불광천 도시중심적 수변공간 조성

 •위치 : 홍제천 및 불광천 일원

 •내용 :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장소중심형 도시공간' 조성

 •규모  

  - 홍제천 폭포마당 약5,261㎡

      - 불광천 주변 북가좌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 17,876.3㎡

 •기간 : 2022. ~ 2024.

 •추진 :   수변카페 조성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2022. 3.), 공사착공(2022. 4.)

홍제천 수변카페 조성사업

▒ 홍제천 불광천 도시중심적 수변공간 조성

 •위치 : 홍제천 폭포마당 주차장 일부

 •규모 : 수변 음악카페(실내형, 스탠드형), 주변 환경정비(녹지, 주차시설)

 •방식 : 시·구 협력사업

1. 신촌연희권역

Ⅰ. 권역별 핵심사업

 서대문의 새로운 미래상,

 권역별로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 갑니다.

제내지(A=약6,752㎡)

▶ 기동반(제설기지) 창고 1,314㎡

▶ 공영주차장 1,748㎡

▶  구청 제1, 2별관(2층), 구청 종합서고(2층),  

자재 및 물품 창고 등 2,820㎡

▶ 재활용집하장 870㎡

제외지(하천)

▶ 수변(전망)데크 약 150m

▶ 인공폭포(60x25m)

▶ 음악분수(40x30m)

▶ 물레방아 및 황포돛배

▒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

 •위치 :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일원

 •기간 : 2022. ~ 2024.하반기

 •규모 : 연면적10,437.71㎡(지하3층, 지상12층)

 •시설 :  동주민센터, 주차장, 청년창업지원주택(100세대)과  

주민편의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

▒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위치 : 서대문구 연희로 1마길 9-6(서연중학교 운동장)

 •기간 : 2021. 7. ~ 2022. 7.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 공모  

          * ’23. 5. 착공, ’25. 5. 준공예정

 •규모 : 연면적 5,589.72㎡, 지하2층, 주차면 약 142면

 •운영주체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좌원상가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5번지 외 1필지

 •기간 : 2021. 1. ~ 2025. 12.

 •규모 : 3,007㎡

 •내용   

  - 노후된 좌원상가를 도시재생 인정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  뉴딜재정 활용을 통한 이주상가 및 공공임대상가, 생활 SOC확충

 •추진사항  

  - 2022. 5. 시공자선정 협의(LH, 주민대표회의)

  - 2023. 상반기 착공예정

  - 2025. 12. 준공예정

2. 가좌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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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홍제)

 •위치 : 홍제역 1번 출구 ~ 홍은사거리(통일로 440-1 일대)

 •기간 : 2018. 12. ~ 2025. 

 •규모 : 지하보행통로(폭9~15m, 연장 233m)

 •내용 : 홍제역세권 지하공간 확보로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활용

 •진행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주변 재개발 등 상황과 연계 추진

  - 기본설계용역(터널 안전성 검증) : 2021. 1. ~ 3.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1. 3. ~ 6.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 기본설계용역 : 2021. 3. ~ 12.

  - 시설공사 : 2023. 상반기 착공가능

 * 홍제동 일대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2020~2026)

  -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2019), 면적 167,663㎡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창업쉐어하우스 조성 등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추진(자원순환 활성화)

 서대문구 홍은동 426-3, 426-7

 •기간 : 2020. 1. ~ 2023. 4.

 •규모 : 연면적 1,270.96㎡(지하1층 ~ 지상4층)

 •내용 : 기존 재활용센터를 개축하여 자원순환 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

 •시설 : 수리매장, 가전·가구 매장, 재활용마트 등 공간구성

▒ 가재울도서관(디지털·미디어 도서관) 조성 사업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

 •기간 : 2012. 8. ~ 2027

 •규모 : 부지면적 3,486.8㎡(연면적 9,003.1㎡ 내외)

 •추진사항  

  - 2021. 7. 서울도서관 분관 운영방안 용역진행

  - 2022. 4. 설계공모 위원회 운영

 •내용 : 서울도서관 서북권 분관으로 ‘디지털·미디어 도서관’ 콘셉트로 조성

▒ 북가좌2동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334-5

 •기간 : 2022. 9. ~ 2024. 하반기

 •규모 : 연면적 2,693.80㎡(지하1층, 지상6층)

 •시설 :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편의시설, 작은도서관, 4차 산업센터 등

▒ 공공산후조리원&모자건강센터 건립

 •위치 :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 49, 51(3필지)

 •기간 : 2018. 9. ~ 2022. 10.(12월 개원)

 •대상 : 서대문구 구민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취약계층 우선

 •규모 : 연면적 1,464㎡, 지하1/지상4

 •내용 :  산후조리시설(임산부실15, 영유아실, 수유실 등),  

모자건강센터(건강관리실, 오감방 등)

3. 홍제홍은권역

공공산후조리원 후면(조감도)

홍제역 지하보행네트워크 연결부 리앤업사이클플라자건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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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2018, 국토교통부), 천연·충현동 일대 면적 294,590㎡

   (마을관리사업) 마을관리소(1) 및 골목거점공간(3) 조성

 •영천동 72(골목관리소-영천) : ’21.12월 준공 및 시범운영중

 •옥천동 45-6(보건소 천연분소 증축, 4층 마을관리소) : ’22. 8월 준공예정

 •천연동 116(골목관리소-천연) : ’22. 5월 착공 예정

      (어울림공간 조성) 독립문문화공원 리모델링 등

        (기반확충사업) 도시재생복합센터(2022. 11. 착공)* 및  

경기대로보행환경 개선사업추진 등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위치 : 냉천동 12일원

 •규모 : 대지면적 854m, 연면적 3,700m, 지하4층 ~ 지상8층

   ( 실내수영장, 체육관, 문화프로그램실, 공동육아나눔터,  

노인건강실 등 조성)

 •내용 : 국민체육센터 및 가족센터 복합화 조성

 •일정 :  건립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추진(2022. 11. 착공예정, 2024. 준공예정) 

▒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

 •위치 : 서대문구 통일로9안길, 충정로 11길 일대

 •기간 : 2019 ~ 2022

 •내용 : 먹자골목 상권 환경개선 사업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일정 : 디자인 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공사발주(2021. 12.)

▒ 북아현 재정비촉진구역 내 과선교 설치 공사

 •위치 : 북아현1-1 ~ 북아현1-2 구역 간 경의선 상부

 •기간 : 2020. 9. ~ 2024. 12월

 •규모 : 과선교(L=52.5m, B=20.0m), 녹지교(L=42.4m, B=29.1m)

 •주체 : 북아현 1-2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現 청산위)

 •내용 :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한 과선교 건립 

▒ 북아현 도서관 조성

 •위치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복합청사 내

 •규모 : 연면적 2,100㎡(지하3층 ~ 지상4층)

 •시설 : 기획전시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장애인자료실, 보존서고 등 배치

 •내용 :  북아현 복합청사 

(2024. 5. 착공예정 / 2026. 12. 준공예정) 건립 이후 도서관 조성

▒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위치 : 서대문구 연천동 263일대(영천시장 앞 독립문 문화공원)

 •기간 : 2018. 11. ~ 2023. 6. 

   *교통정보센터 이전신축 및 지하주차장 및 공원 리모델링 공사

 •규모 : 연면적 6,4723.9㎡, 지하3층 ~ 지상2층, 주차면 120면

 •내용 :  지역 내 주차문제 해결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제고

층 수 층별면적(㎡) 주 요 시 설

지상2층 159.80 교통정보센터

지상1층 303.37 교통정보센터, 공원, 주차장(4면)

지하1층 1,373.30 주차장(17면)

지하2층 2,356.14 주차장(44면), 화장실, 커뮤니티실

지하3층 2,279.78 주차장(55면)

연 면 적 6,472.39 ※ 주차장 총120면 조성

도시재생 복합센터 조감도

4. 충정북아현권역



지역경제, 일자리서대문_신성장Theme

빠른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 1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2 로컬 창업  3 디지털 뉴딜 여성 일자리(A.I.  

면접)  4 어르신 일자리

1

2

3

4

  Ⅰ. 지역경제 활성화

Ⅱ.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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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맞춤형 특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재도약 지원(6개 사업)

   : 직접지원(자금·시설개선) + 간접지원(컨설팅·역량강화교육)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173억 8천 7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 확대(22억 8천 7백만원) *2021 : 10억원(35개소)

  -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확대(150억으로 확대) *2021 : 92억원(310개소)

 ② 소상공인 경영백신(100新) 컨설팅 사업

  - 경영애로 또는 폐업고민 소상공인 총 100개 업체, 최대 2백만원 지원

 ③ 소상공인 임대료 및 세제 부담 완화

  -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제 지원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경

 ④ 유급 휴직(휴업) 고용유지 지원

 ⑤ 예산 신속집행을 통한 소비촉진(재정신속집행, 계약 조기발주 등)

   ⑥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 지원(4개 사업)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소상공인 체질개선 통한 자생력 강화

 ① 소상공인 단계별 교육 지원사업

  -  창업, 온라인 판로진출, 경영개선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

          온라인 판로개척 지속 추진

  - 온라인 플랫폼 판로구축 지원

  -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지원 확대

 ③ 서대문구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

 ④ 서대문사랑상품권 10% 할인 등 혜택 확대(’22년 400억원 발행) 

  *2020년 235억원 → 2021년 : 366억 발행(전액 판매완료) → 2022년 : 400억 발행

Ⅰ. 지역경제 활성화

 움츠러든 지역경제를 되살릴

 일상회복을 향한 활기찬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 상인 조직화를 통한 골목상권 자생력 제고(3개 사업)

 -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 전통시장·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 2천 제곱미터 기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구역

  *’21년 홍제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②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 상인조직 구성된 골목상권 소상공인 36개소

  *’21년 충현동 상가번영회 컨설팅 및 시설개선

 ③ 전통시장·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영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홍제 골목형상점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포방터시장 : 아케이드 조성, 공동배송센터 조성

 •영천시장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수리비 지원

 •인왕시장·유진상가 : 주차환경 개선사업

▒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확대

 •대상 :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방식 : 온라인 주문/결제 방식 배송서비스 지원

 •내용 : 스마트 상점 확대 지원

         -  온라인주문결제 플랫폼, 서빙로봇,  

 매출서비스 분석 등 스마트 오더·스마트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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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유급휴직(휴업) 수당 중 사업자 부담분 일부 지원

  ※ 고용노동부 사업자부담분 67%지원 + 서대문구 사업자 부담분 33%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있는 사업체의 사회보험료(고용·연금) 중 사업자 

부담분 일부 지원

 ※ 고용노동부 사업자부담분 80%지원 + 서대문구 사업자 부담분 20%지원

▒ 공공 일자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활동형 안전망 구축

 •안심(舊 공공근로)·지역공동체·지역방역 일자리사업 : 420명

 •어르신 일자리사업 : 64개 사업, 5,000명

 •장애인 일자리사업 : 6개 사업, 292명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 : 9개 사업, 29명

Ⅱ.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서대문의 든든한 내일을 보장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곳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내일을 설계해 갑니다.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구분 총계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서울형장애인  
뉴딜일자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장애인내
일키움

직업교육
센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노 
돌봄

서비스

비대면
독거장애인
모니터링케

어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1월 ~12월 1월~12월 1월~12월 3월~10월 1월~12월

참여인원 292명 150명 2명 30명 81명 15명 14명

▒ 지속가능한 양질의 어르신일자리 확대

 •주요내용 :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중점 추진 참여대상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시장형,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 64개 사업 5,000명

▒ 여성 자립 위한 디지털뉴딜 취·창업 지원

   <디지털 뉴딜 맞춤형 여성직업능력향상 교육>

•온라인쇼핑몰 창업과정(4 ~ 5월)

    - 대상 : 서대문구 거주 취·창업 희망 여성 18명

    - 내용 : 쇼핑몰 다자인 및 마케팅, 스튜디오 현장 실습 등 

•3D융합메이커스 지도사(5기)과정(9 ~ 10월)

   - 대상 : 서대문구 거주 취·창업 희망 여성 20명

   - 내용 : 3D 프린팅펜·프린터 사용법, 소형싱글보드컴퓨터 코딩 강의 등

•서대문여성이룸센터 운영(1 ~ 11월)

   - 대상 : 서대문구 거주 취·창업 희망 여성 720명

   - 내용 : 맞춤형 여성 취·창업 교육, 창업이룸터 임대, 창업부스, 네트워크 활성화

구 분 사업수(개) 배정인원(명) 1인 활동비(급여) 지원기준

계 64 5,000 -

공익활동 50 4,694  일3시간, 월10회 만근 시 270천원

사회서비스형 4 150
 일6시간, 월 60시간  만근 시 594천원,   

주휴수당 1,458천원 내 별도 지급

시장형 9 109  보조금 월 최대 240천원 + 수익금

취업알선형 1 47  민간 수요처 근로계약에 따름

<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활동형 사회안전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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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로컬 창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이대 상권 청년 패션디자이너 창업 지원 및 4차 산업 기반 청년기업 양성

 •신촌 박스퀘어 외식 창업 및 청년 창업가 양성

 •사회적경제 로컬 벤처기업 육성 및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기후변화·환경위기 대응 녹색기술 그린벤처기업 발굴·육성

▒ 로컬벤처 육성사업(그린·디지털·돌봄)

 •목적 : 지역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로컬벤처 육성

 •기간 : 2022. 1. ~ 12.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의지가 있는 벤처 창업팀 15팀

 •내용 

  - (비전포럼) 3월 / 육성사업 비전 및 성과 대내외 공표 위한 비전포럼 개최

     *한국판 뉴딜2.0과 사회적경제 미래 비전 제시

  - (창업캠프) 1 ~ 2월 / 디지털·그린·돌봄벤처 발굴 위한 로컬벤처 창업캠프 개최

  - (인큐베이팅) 1 ~ 12월 / 사업화, 법인설립,사회적기업 인·지정, 투자, 스케일업

  - (공간·사업연합·엑셀러레이팅) : 1 ~ 12월

 •  로컬기업으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창업육성 공간 운영 

(소셜라운드신촌, 스타트LAB, 새로고침)

 •사업연합체 참여 촉진을 통한 로컬기업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로컬벤처 성장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 대학 캠퍼스타운 조성을 통한 청년기업가 양성 

 •기간 : 2022. 1. ~ 12월

 •유형

  - 종합형 :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 등을 종합 구현

                *연세대[에스큐브](4년간 100억 / 시비 100%) 

  - 단위형 : 대학별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창업 육성 및 청년활동 증진 도모

                * 명지전문대학[창업센터1·2호], 서울여자간호대[HAHA케어 취창업 지원센터], 이화여대 

[스타일테크 랩, 체험스튜디오](3년간 각 15억/ 시비100%)

전략업종 로컬벤처 

발굴ㆍ육성 단계별 

창업육성 지원

전략육성 및 성장발전이 

필요한 로컬벤처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공간지원 및 

엑셀러레이팅 통한 성장지원

운

영

전

략

 •대상 : 종합형(연세대), 단위형(명지전문대, 서울여자간호대, 이화여대) 

 •내용 : 창업지원시스템 정착 및 고도화를 통한 창업육성 확대

          - 청년창업 공간과 사업화 지원으로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 대학-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협력과 상생환경 조성

▒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센터(공간) 운영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성장지원(55개사)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 : 소셜벤처 발굴 및 육성사업 공간으로 활용

 •신촌역 소셜벤처 육성센터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특화된 소셜벤처 발굴

 •가좌청년상가 : 청년 창업지원 6팀

지역자원 및 로컬 비즈니스 

가치 재발견을 위한 

로컬 프로젝트 실험 지원

스타트LAB 소셜라운드 신촌 로컬 콘텐츠 LAB

에스큐브 1호점(연세로 2나길 61) 에스큐브 2호점(신촌역로 29)

연세대

MJC 창업센터1(명지대1길 21) MJC 창업센터2(명지2길 33) HAHA창업센터(간호대로 35)

명지
전문대

서울여자
간호대

MJC 창업센터1(명지대1길 21) 체험스튜디오(이화여대길 87) 이화 파빌리온(교내)

이화여대



그린도시, 친환경인프라, 환경실천 운동, 자연친화서대문_친환경Theme

생활 속 실천으로 

공존과 상생의

‘저탄소 청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 1 두바퀴환경센터 전경  2 미래형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  

3 환경실천  4 생태경관(조감도)

1

2

3

4

Ⅰ. 지속가능한 그린도시

Ⅱ. 친환경 도시 인프라

Ⅲ. 환경실천운동

Ⅳ. 자연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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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속가능한 그린도시

 미래형 친환경 서대문,

 공존과 상생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서대문구 온실가스 발생현황(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총 발생량 : 1,233천톤CO2eq

 •도로수송 : 235  

 •가정, 상업, 공공(건물) : 942(=452+345+145)   

 •폐기물 : 55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 tCO2eq_누계)

 주  요  사  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50년

온실가스 감축량 26,504 61,156 95,524 139,156 185,610 1,233,431

1 건물 건물 및 시설 에너지효율화 5,687 11,620 15,857 25,061 32,594 277,769

2 수송 친환경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 2,150 4,270 6,419 8,671 10,903 101,212

3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2,507 4,975 7,443 9,911 12,379 244,939

4 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1회용품 제로화 2,280 4,559 6,156 7,752 9,348 20,778

5 숲 도시 숲 및 녹지공간 확충 26 52 78 104 129 388

6  생활※ 전 구민 온실가스 20% 감축 실천

(석탄,가스 발전비율 감축 적용)

13,854 35,680 59,571 87,657 120,257 588,345

실천  4,618 11,893 19,857 29,219 40,085 196,115

감축  9,236 23,787 39,714 58,438 80,172 392,230

7 교육 기후환경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 - -

※ 생활분야 감축목표치 산정방식

       화석연료(석탄,가스) 발전비율을 현 68.7%에서 2050년 30%미만으로(에너지전환) 감축 하는 것을 전제로 탄소중립 

목표치 설정.(정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후위기 비상선언(2020) 

   - 2050 탄소중립 서대문구 그린뉴딜 5개년 계획 수립(2021)

   - 민관협력 관리체계 및 사업평가 시스템 구축(2022)

   -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제정(2021. 9.)

   - 분야별 탄소저감 정책 추진(18개 부서 39개 사업)

      *2019 환경부 주관 저탄소생활신천 국민대회 장관상 수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21. 8. 31. 본회의 의결)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서대문 그린뉴딜 추진

구의회

(재정건설위)

에너지효율화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녹색교통

교통분야 

사업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원순환

자원순환 분야

(재활용, 1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보전

도시숲조정,

환경오염예방,

대기 및

수질개선 사업

기후위기
주민행동

전구민 기후환경

운동(저탄소 실천)

에저지자립마을

활성화 사업

환경교육

구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

주민참여조직

민간전문가자문단

- 주민자치회

- 에너지자립마을

- 에너지시민리더

- 각 분과별 회의

- 사업추진 시 수시 컨설팅

•건물(zeb분야 등)

•친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교육분야

•기타환경분야 시민사회조직 (ex) 환경재단 등)

정책의제 발굴·자문 /  관련분야 민관협치사업 참여 / 주민의견 수렴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 구청장 / 민간

•환경정책위원 / 분과위원 참여

   (사업별 의견제출, 공청회 등 실시)

▒ 두바퀴환경센터 맞춤형 환경교육

 •위치 : 서대문구 홍제천로 111

 •기간 : 2022. 1. ~ 12월

 •목표 : 구민 1만명 이상 교육(516회, 11,355명) *21년도 대비 59%↑

 •내용  

  - 기후위기 대응·그린뉴딜 사업 추진 관련 제도 및 행정적 기반 정비·구축

  -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유아기 ~ 성인후기까지 전 구민)

  - 문화·예술을 통한 환경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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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 공영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확충

 •기간 : 2022. 1. ~ 8월

 •대상 : 공영주차장 9개소

 •내용 : 전기차 전환 및 충전기 의무설치에 따라 공영주차장 50면 이상 

     법정의무설치(신축 5%, 기축 2%) 외 추가설치

   ▶ 불광천변 공유태양광 연계한 전기차 충전소 구축

 •기간 : 2022. 1월 ~ 6월

 •위치 : 불광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76면(북가좌동 증산교 사거리)

 •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 (급속1기, 완속3기)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22. 1. 28. 개정 시행)

 •내용 

  -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받은 시설(총 주차면수의 5%)

  -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 받은 시설(총 주차면수의 2%)

   ▶ 유휴부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기간 : 2022. 1. ~ 12월

 •대상 : 유휴 부지, 노후가옥, 주유소 부지 발굴 추진

 •내용 : 충전소 설치기준 및 부지 활용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등 추진

   ▶ 생활거점 중심 충전소 인프라 구축

 •기간 : 2022. 1. ~ 12월

 •대상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택가 인근 주차장 활용 

 •내용 : 나대지 활용한 충전기 보급 등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민관협력 추진

   <환경교육>

 •대상 : 두바퀴환경센터 연계 주민대상 환경교육(200명)

 •내용 : 구민 인식개선을 위한 자원순환 체험교육 확대 운영

   <민관협치사업>

 •목표 :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및 주민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서대문 조성

 •내용

  - 다회용 공유컵 참여 업체 모집 및 네트워크 구성

  - 거점형 무인수거함 시범 설치운영(구청인근, 카페 밀집지역 대상) : 4개소

 •일정

  - ’22. 2. ~ 3. : 협치 워킹그룹 구성 및 홍보(민간 네트워크 구축)

  - ’22. 4. ~ 5. : 활동가 모집 및 교육, 참여카페 네트워크 구성

  - ’22. 5. ~ 6. : 다회용컵 세척·운반 용역, 거점 무인수거함 설치 등

  - ’22. 하반기 : 주민공론장 및 다회용컵 공유 서비스 시범 실시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문화 확산

 •기간 : 2022. 1. ~ 12월

 •내용 

  - 2022년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 확대  

   ▶ RFID 종량기 19대(공동주택 12개소), 대형감량기 8대(다량배출사업장 8개소)

   ▶ *’21년 기준 809개소(종량기), 2개소(대형감량기)

  - 2023년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대상 발굴

   ▶ 목표(RFID 종량기 공동주택 25개소, 대형감량기 5개소, 공동주택 교체 2개소 5대)

  - 생활 속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천 문화 조성

   ▶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협약(’22. 4. ~ ’23. 3.) : 5%감량

       : 집단급식소 중 공공기관 및 병원 구내식당 위주 30개소 

         *집단급식소 위주 우선 협약, 2025년까지 총100개소 협약 목표

  -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22. 3. ~ 9 .)

Ⅱ. 친환경도시 인프라

 생활 속 친환경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산업구조에 대응한 도시기반을 마련해 갑니다.

Ⅲ. 환경실천운동

 우리의 실천과 참여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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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00세대 이상 RFID사용 공동주택 86개소 47,641세대

 •규모 : 총11개소(1그룹 3개소, 2그룹 4개소, 3그룹 4개소)

 •선정 :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시상 : ’22. 11월중

▒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 추진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난지물재생센터 내

 •기간 : 2019. 1월 ~ 2022. 6월(미정)

 •규모 : 연면적(1,624.23㎡)

 •내용 : 150톤 / 일 규모로 시설 개보수, 필수시설 확충, 환경개선 추진

▒ 미래형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중심 저층주거, 공동주택 

 •기간 : 2019. 10월 ~ 2023. 9월(48개월)

 •대상 : 저층주거지 100세대, 공동주택 2,900세대

 • 산업통상자원부(국비지원), 서울시-민간기관(컨소시엄), 서대문구(교육홍보 및 지원)

 •내용 : 공유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도입 및 확충, 에너지시민교육 및 주민조직화

기본구상안 및 조감도

▒ 유니버셜디자인 통합놀이터 신기한 놀이터(3호)조성

 - "아이들의 꿈 담은 신기한 놀이터"

 •위치 : 백련산 홍연초등학교 인근(홍은동 산26-133일대)

 •규모 : 2,418㎡

 •기간 : 2021. 1 ~ 2022. 11

 •내용 : 건축물 철거(8동), 자연물 놀이터 설치, 식생복원 등

 •방식 : 어린이 디자이너 워크숍 등 서대문 협치 특화사업으로 추진

               ▶   신기한놀이터“떼굴 떼굴 놀이터”(1호) :  

고은산자락(홍제동산41-29일대) / 2019년 개장

               ▶  신기한놀이터“야호 야호 놀이터”(2호) :  

안산공원(홍제동 산41-30일대) / 2020년 개장

Ⅳ. 자연친화도시

 도심 속 아름다운 자연에서

 여유와 쉼이 있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

 •위치 :  안산 ~ 인왕산 ~ 북한산 ~ 백련산 

~ 궁동산 ~ 홍제천

 •기간 : 2020. 4월 ~ 2022. 9월

 •규모 : 5개코스, 26.2㎞

  ▶  왕산 둘레길 조성사업 : 2021. 6월 완료 

(연장800m / 개미마을 뒤~홍제문 배수지)

  ▶  북한산 ~ 백련산 연결사업 : 2021. 8월 

완료(연장 327m/북한산 자락길 ~ 산골

고개 생태연결로) 

  ▶  인왕산 등산로 정비공사 : 2021. 5월 

완료(연장 100m/서부수도사업소 뒤)

•1코스 : 안산 구간  (홍제천 인공폭포 ~ 안산방죽 ~ 안산자락길 ~ 무악재 하늘다리)

•2코스 : 인왕산 구간(무악재 하늘다리 ~ 인왕산둘레길 ~ 홍지문배수지~ 옥천암)

•3코스 : 북한산 구간(옥천암 ~ 북한산자락길 ~ 산골고개 생태연결로)

•4코스 : 백련산 구간(산골고개 생태연결로 ~ 백련산 정상 ~ 백년약수골 ~ 홍제천)

•5코스 : 궁동산 구간(홍제천 ~ 사천교 ~ 낙원교회 ~ 궁동산 군부대 ~ 안산 만남의광장)

Smart Grid



주민자치, 교육, 디지털서대문_고도화

Theme

디지털혁명과 

주민주권시대를 이끌어가는 

‘역동적 자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4 1 서대문구 평생학습관 융복합 인재교육 센터  2 융복합 센터  3 주민주도

성 강화로 참여예산제 활성화  4 무인민원 발급기

1

2

3

4

Ⅰ. 디지털의 일상화

Ⅱ. 디지털 기반 도시

Ⅲ. 주민주권시대

Ⅳ. 주민맞춤형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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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 운영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주민

 •주요내용

  - IOT, 3D, 로봇, 드론, AI, 가상현실, 크리에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4차 산업혁명 및 평생학습 정책·프로그램 개발

  - 온·오프라인 병행학습(Blended Learning) 플랫폼 구축

 •추진일정 

  - 학교연계과정(참여학교 선정 → 과정운영 및 학교별 참여 → 주제선택·동아리 활동 연계)

 •일반과정

분기 교육기간 모집시기 내용 및 강좌 수

1분기 1월 ~ 3월 2020년 12월~
성인대상 개인접수 일반과정(8강) 

교사 연수 및 학생대상 방학 특강(5강)

2분기 4월 ~ 6월 3월~
성인대상 개인접수 일반과정(10강)

성인대상 단체접수 일반과정(2강) 

3분기 7월 ~ 9월 6월~
성인대상 개인접수 일반과정(8강) 

교사 연수 및 학생대상 방학 특강(5강)

4분기 10월 ~ 12월 9월~
성인대상 개인접수 일반과정(10강)

성인대상 단체접수 일반과정(2강) 

▒ 디지털튜터(Digital Tutor) 지원사업

 •대상 : 관내 40개 초·중·고등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영상제작실, 정보화실, 스마트교실 등)

 •규모 : 150명 튜터 선발

 •내용  

  - (1단계) 관내 학교 수요조사 : 2021. 12월 *35개교 150명 배치 희망

  - (2단계) 채용공고 및 선발 : 2022. 2월초

  - (3단계) 사전교육 : 2022. 2월중

  - (4단계) 학교배치 및 근무 : 2022. 3. 2. ~ 12. 31.

  - (5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 3월, 10월

▒ 경로당 디지털튜터(Digital Tutor) 운영

 •기간 : 2022. ~ 계속

 •대상 : 경로당 60개소(디지털튜터 20명 선발)

 •내용  

  - 디지털 튜터 운영 경로당 수요조사 실시 및 파견 경로당 선정

  - 디지털 튜터 운영 경로당에 와이파이 설치 및 대형 모니터 등 지원

  - 경로당 운영 재개 시 경로당 20개소(1차)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활용교육

▒ 서대문구 디지털 튜터 사업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20년 28명, 394백만원 → ’21년 150명, 2,960백만원 → ‘22년 100명 2,700백만원

 •대상 : 만19 ~ 39세 이하 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150명 창출

 •내용 :  관내 40개 초·중·고등학교 대상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여 디지털 학습환경 기술 지원 및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 2020년 시범 추진 : 6개교 28명 배치

▒ 스마트학교 지원사업

 •대상 : 관내 63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내용 : 디지털 교육환경 및 스마트 교실 조성 지원

      ※  학교지원 예산 2019년 36억원 → 2020년 80억원 → 2021년 50억 → 2022년 100억 편성  

Ⅰ. 디지털의 일상화

 디지털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

 디지털 환경에서 선도적으로 배우고 앞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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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기반 도시

 지능형 스마트 도시,

 맞춤형 정보로 더욱 편리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Ⅲ. 주민주권시대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힘,

       진정한 주민주도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갑니다.

▒ 스마트시티 관제환경 고도화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고도화 및 안산자락길 분석플랫폼 구축

 •기간 : 2022. 4. ~ 8. 

 • 내용 : (스마트 선별관제) CCTV관제의 인력관제 한계를 극복하고 AI관제시스템으로 전환

                 (유동인구 계수) CCTV영상분석 통한 빅데이터 수집으로 안산자락길 이용객 생활환경 및 이용패턴  

 • 분석 : (자동방송) 기존 CCTV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황별 맞춤형 자동 방송 시스템 개발

 • 규모 : 딥러닝서버(5대), 선별관제 S/W 430Copy, 자동방송시스템 1식

 •효과

  - 지능화된 CCTV관제로 실시간 CCTV 사건·사고 대응능력 향상

  - 방범·재난대응을 위한 CCTV관제와 더불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유동인구 계수를 통한 산책로 이용객 파악 및 맞춤형 안전시설 제공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대상 : 14개동 전체

 •내용  

    - 지역의제 발굴과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로컬랩 추진

          (9개 확대동 주민자치회 / 5개 시범동은 2020년 기시행)

    - 2021 주민총회 추진(주민주도의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론장)

          (6~7월중/ 14개 동 주민자치회)

    -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6월)

▒ 자원봉사 기반 지역사회 안녕네트워크 형성

 •내용  

    -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비한 자원봉사 연대의 시민 참여와 실천

    - 환경 전문 기관 업무협약 체결(1월), 자원봉사 그린리더 양성 교육 운영

    - 기후 위기 인식 전환 자원봉사 문화제 개최(7 ~ 11월)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3 ~ 7월) 

▒ 우리동네 문제해결 실험실(로컬랩) 공모

 •대상 : 5인 이상의 모임(단체) / 서대문에서 거주·활동하는 자

 •일정 : 2개 단체 공모 심사(1 ~ 3월), 공모사업 추진(3 ~ 12월)

 •내용 :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운영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 주민주도성 강화로 참여예산제 활성화

 •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 선발 기준강화 및 절차 마련

    -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상반기)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콘텐츠 제작·게시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단 운영(10명) : 서대문구 SNS 활용 홍보

    -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제안사업 발굴 및 작성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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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민맞춤형 공공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주민과 더 빠르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 언택트 시대, 구민 맞춤형 온라인 정보서비스 확대

 •대상 : 구 홈페이지, 각 동 직능단체 회원, 수신 희망자 등

 •방식 : 문자알림 구독자 확대

 •내용  

  - 재난 정보 등 맞춤형 구정 소식 안내 

  - 성별, 연령, 지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

  - 비대면 프로그램 등 대민 홍보 강화

▒ 대면 행정,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총9개소 11대)

 •공공기관(4) : 서대문구청92대), 서대문세무서(1대)

  *신규(1대) 서대문구청 내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역사(3) : 신촌역, 홍제역 *신규(1대): 충정로역

 •대학교,병원(4) :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세브란스병원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등록 등초본 등 88종 발급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운영

  -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3종) 등

     관내 2천여 개 달하는 등록법인 서류발급 편의도모

▒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신고 비대면 민원접수 활성화

  - 인터넷 신고(출생, 개명 등 5종)

  - 우편 신고(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34종)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신청대상 : 기존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국민

     *만18세미만 미성년,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자 등

  - 신청범위 :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디지털 기반의 법무행정서비스

 •법률, 법무, 세무 분야 1:1 화상회의 플랫폼 통한 온라인 상담 실시

      *대면 상담이 원칙이나, 감염병 및 재난발생 시 온택트상담 전환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법령유권해석DB자료 구 홈페이지 연계

  - 종합법률정보 리서치 프로그램 운영 

▒ 민원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기간 : 2022. 2. ~ 12.

 •내용 : CS(고객만족) 콜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

 •방법 : 만족도 조사원이 민원처리 24시간 이내 민원인에게 전화 설문

 •내용 : 유기한민원, 외부청렴도 민원 등 약 2만건(친절도, 신속도,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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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IT 활용한 복지 언택트 시스템 구축

 • 천사챗봇 운영 : 천사콜 상담사 직원 연결, AI상담 병행 

(맞춤형 상담 길라잡이 317종 연계)

 • 서대문복주머니 : 맞춤복지검색사이트 운영 

(공공·민간 복지제도 및 서비스 자원 등록·관리)

 • 행복커뮤니티사업(AI 인공지능 돌보미) 

(AI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한 고독사 예방 및 돌봄안전망 구축)

 • 행복1004콜센터 운영 

(종합복지상담 가능한 단일콜센터, 복지정보 안내문자서비스 제공)

 • 천사톡 : 카카오톡 1:1기능 활용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 

(공공·민간 복지담당, 방문형 사업기관, 학교, 주민 연계 참여형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 똑똑문안서비스 : 독거어르신·중장년 고위험 1인가구 안부확인시스템 구축 

(모바일 음성통화 기록 모니터링으로 대상자 안부 확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

 •대상 : 만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규모 : 6개 사업 / 2,696명

 •주요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 돌봄SOS센터 상호연계 지원 보완

      ▶ 복지사각지대 재가어르신 지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Ⅰ. 사회구조변화를 담은 복지시스템

 서대문만의 특화된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갑니다.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 경로식당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429명, 주6회)

        - 식사배달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어르신(185명, 주7회)

        - 밑반찬배달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어르신(300명, 주2회)

                            어르신 정서지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바우처 사업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IOT)설치 확대로 안전망 강화

전담 추진반 
(TF) 구성

전담 추진반 구

성 및 운영

2022. 1.

전문가 
그룹 자문

자문단 구성,

정기 자문회의

2022. 1 ~

영케어러 발굴
실태조사

중고생 

전수조사 

2022. 3 ~ 4

정책개발

영케어러

지원정책 수립

2022. 4~6

조례제정

조례제정 및

공포

2022. 하반기

▒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 케어러 지원

 •목표 :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안전망 구축

 •대상 : 위기가구 구성원 중 9~24세의 청소년 또는 청년 세대원 1,071명  

 •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를 활용한 영 케어러 발굴 조사

      - 관내 학교 대상 홍보 및 발굴 요청

      -  영 케어러 발굴 및 상담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상담매뉴얼 제작·배포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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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안전한 1인가구 생활 지원

    ■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1인가구 정서지원 및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대상 : 서대문구 관내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100여명

  •내용 : 소통·정서 지원, 사회적관계망 형성

    ■1인가구 자립역량 강화교육

  •대상 : 서대문구 관내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100여명

  •내용 : 사회초년생, 중장년 대상 자립초기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지원

    ■ 주거취약계층 청년 건강성 증진사업  

-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

  •대상 : 서대문구 관내 취약 환경 거주 청년 10여명   

  •내용 : 초기상담. 식생활 개선, 건강습관 형성 등

   ■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대상 : 서대문구 만18세 이상 1인가구 109명

  •내용 : 도어카메라, 비상벨. 긴급현장출동서비스 및 1년간 월 이용료 보조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슬기로운 여성 안전생활」

  •대상 : 여성 1인가구, 법정한부모 가구 등 100가구

  •내용 : 외부침입 방지 물품 설치 및 스마트폰앱(안심이) 연동 위급상황 대처

▒ 돌봄SOS 이동편의 지원사업(특화사업)

 •기간 : 2022. 1. 1. ~ 12. 31.

 •대상 : 돌봄SOS센터 서비스 대상자

 •내용

  - 돌봄SOS센터 민·관, 관·관 협력을 통한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돌봄매니저의 전문관리 및 통합적 돌봄 제공

 •체계도

Ⅱ.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생활 기본권 보장

 다양한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보금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청년주택 6호 공급 : ’22. 5월 준공예정, ’22 하반기 입주자 모집·선정 및 입주

  •위치 :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27

  •대상 : 만19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규모 : 도시형 생활주택 14~16세대

   ■청년주택 7호(스타트업 청년주택) 공급 : ’23. 1월 준공, ’23. 7월 입주예정

  •위치 : 서대문구 창천동 20-81외 8필지(지하2층~지상13층)

  •대상 : 스타트업 청년 1인 가구*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기부채납)

  •규모 : 154세대(원룸형), 주차대수 77대

   ■독거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23. 2월 준공, ’23 상반기 입주 

  •위치 : 서대문구 관내(미정)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규모 : 도시형 생활주택 20세대

  *입주대상 : 청년 1인, 독립·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신혼부부 등

  *입주자격 : 서울시 거주, 무주택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사업방식 : SH공사와 협약 통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전 서비스 의뢰 서비스 수행 결과 관리

동행지원서비스 

대상자 관리

(동 돌봄매니저)

 

•서비스제공기관 

   의뢰

• 지원차량 의뢰 

• 제공기관 인력지원 및 기관

차량지원

• 봉사 차량지원

• 구급차지원(보건소)

서비스 종결 

및 결과보고 

모니터링 

연도 주택명 사업방식 위치 입주대상 공급규모 비고

2016
이와일가

(청년주택 1호)
SH공사와 협업 북가좌2동 1인 청년 28실

2017 나라사랑채(1호) SH공사와 협업 천연동 독립ㆍ민주유공자 14실

2018
청년누리

(청년주택 2호)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공헌 매칭
남가좌2동 1인 청년

18실
(쉐어형)

민간위탁운영
(민달팽이주택

협동조합) 

2019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나라사랑채 2호·
청년주택 3호·신혼부부)

SH공사와 협업 홍은2동

독립·민주유공자 24실
청년주택

2~3인 1실 
쉐어하우스 
20호 포함

1인 청년
32실
(60명)

신혼부부 24실

2020 우리가(청년주택 4호) SH공사와 협업 홍은2동 1인 청년 16실

2020
견우일가

(청년주택 5호)
SH공사와 협업 북가좌2동

반려견을 키우는 

1인 청년
1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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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권역 청소년센터 건립>

 •위치 : 신촌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기간 : 2022. ~ 2026. *2024.상반기 착공, 2025 상반기 준공예정

 •시설 : 유스카페, 4차 산업관, 메이커스페이스, 교육관, 놀이마당 등

   *신촌동 복합청사 완공 선행(2024 상반기 이후 리모델링 추진 가능, 1년소요)

▒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만6세 ~ 12세) *맞벌이 가정 등

 •연차별 목표

(’19) 1개 (’20) 3개 (’21) 3개 (’22) 2개 (’23) 2개 (’24) 4개

누계 1개 누계 4개 누계 7개 누계 9개 누계 11개 누계 15개

   우리동네키움센터 인프라 확충 : 2021년 신규 3개소 설치(일반형2, 융합형1)

구분
1호점

(북가좌1동)
2호점

(연희동)
3호점

(홍제3동)
4호점

(홍은2동)
5호점

(천연동)
6호점

(북가좌2동)
7호점

(남가좌2동)

시설
유형

일반형 일반형 융합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주소
거북골로 195-

1, 2층

연희로 139-5,

2층

간호대로 35-

12

모래내로 334, 

4층

독립문로 28, 

1~2층

증가로20나길 

2, 2층

모래내로15길 

56, 2층

공간 구 소유 임차 구 소유 구 소유 임차 임차 임차

수탁
법인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한솔교육

희망재단

아동돌봄

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한솔교육

희망재단

(사)고운미래

교육개발

진흥회

꿈이있는

푸른학교

사회적협동

조합

(사)꿈의아이들

개소 ’19. 6. 3. ’20. 11. 9. ’21. 1. 25. ’21. 2. 22. ’21.12.21. ’22. 1. 14. ’22. 2월중

면적 85.16㎡ 129.66㎡ 283.18㎡ 140.63㎡ 230.64㎡ 158.02㎡ 138.94㎡

정원 24명 30명 48명 30명 37명 30명 28명

※ 2022.3월 중 신규개소 5 · 6 · 7호점 시설방문(개소식, 라운딩) 예정

  

 

•홍제, 충정, 연희, 가좌 권역 총 7개소 설치 운영(2022), 신규설치 추진

•북아현2구역, 가재울8구역 설치 결정(2024)

•고은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설치 협의(2026)

•북아현3구역 도시재생지원 센터 내 설치 예정(2027)

Ⅲ. 맞춤형 ‘돌봄’ 지원으로 생활 기본권 보장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자활·자립의 길로 나아가도록 삶의 원동력을 불어넣습니다.

▒ 구립노인복지시설(의료, 재가) 확충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건립 (공사착공 ’22. 10. 준공 ’23. 4월)

  •위치 : 모래내로13길 13(現 남가좌1동 분회경로당 및 시니어클럽)

  •규모 : 연면적 1,188.30㎡, 지하1 ~ 지상6층

  •시설 :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수면실, 생활실 등

   
   ■구립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22. 8월)

  •위치 : 연희로29길 5(現서대문구 보훈회관)

  •규모 : 연면적 324.88㎡, 지상1 ~ 3층

  •시설 :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수면실, 생활실 등

▒ 구립어린이집 이전·신축(신촌, 은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구립 신촌어린이집 이전(’22. 2월) 

  •위치 : 창천동 500-4 외 1필지

  •규모 : 연면적 550㎡, 지하1층 ~ 지하4층

  구립 은가어린이집 신축(’22년 3월)

  •위치 : 북가좌동 5-105

  •규모 : 연면적 550㎡, 지상1층 ~ 지하4층

▒ 권역별 청소년센터 건립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

 •위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184-10

 •기간 :2018 ~ 2022. 10.

 •규모 : 연면적1,797㎡(지하1층, 지상4층)

 •시설 : 대화면 멀티미디어존, 청소년카페, 4차 산업과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실 등 조성

 <충현아현권역 청소년센터 건립>

 •위치 : 북아현2 재정비 촉진구역 내 복합청사 5층

 •기간 : 2022. ~ 2026. * 2024. 5. 착공, 2026. 12. 준공예정

 •시설 : 유스카페, 4차 산업관, 메이커스페이스, 교육관, 놀이마당 등

서대문구6호점(북가좌2동) 우리동네키움센터(22.1.14.) 서대문구7호점(남가좌2동) 우리동네키움센터(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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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추진

 •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403-10

 •기간 : 2022 ~ 2023. 12.

 •규모 : 연면적 1,086㎡, 지하1층~지상4층

 •시설 : 교실, 강당, 재활치료실 배치

 •내용 :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개별 맞춤 종합서비스 제공

▒ 교육회복 탄력성 향상 종합지원

 •기간 : 2022. 1. ~ 12.

 •대상 : 저소득 및 틈새계층 가정 학생

 •목표 : 기초학습지원, 인성지도, 체험활동으로 교육격차 완화

 •내용 

  [학습회복] 대학생 학습멘토링, 학습강좌 등 학습지원 내실화

  [심리정서회복] 청소년 심리정서 회복사업

  [사회성회복] 진로문화 멘토링 실시(초중등)

▒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 수립

 •기간 : 2022. ~

  서대문구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 실시(2022)

  청소년부모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추진(2022)

Ⅳ.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이동권 확보

 안전한 이동권 확보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 디지털 교통시설 도입으로 횡단보도 안전성 확보

 •대상 : 관내 10 ~ 20개 횡단보도(교통사고 발생지역 및 교통약자 통행 빈번한 곳)

 •내용 : 횡단보도별로 교통특성 및 사고유형 분석, 시설물 특성 고려하여 선별 설치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활주로형 횡단보도

▒ 북아현동 동심경로당 뒤편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위치 : 북아현동 동심 경로당일대(북아현동 251-99)

 •기간 : 2020. 9. ~ 2022. 10. 

 •규모 : 288.6㎡(연장36m*폭8m), 단차 18m

 •내용 : 경사형 엘리베이터(15인승) 설치로 주민이동편의 개선(노후 경로당 철거·신축)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백련사길)

 •기간 : 2020. 12. ~ 2022. 12.

 •규모

  - 이동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무빙원크 등) 설치 : 연장 150m

  - 주변도로 및 기초 정비(연장212m)

 •내용 : 급경사지 위치한 주민편의 및 교육시설 이용객 및 보행약자 접근성 향상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도>



방역보건, 포스트코로나 일상회복 - 문화포함서대문_대전환

Theme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365일 즐거운

‘건강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 1  독립 민주 축제  2 벚꽃 축제  3 맥주 축제  4 왈츠 축제

Ⅰ.  지역방역 체계화와  

구민 건강 최우선

Ⅱ. 365일 즐거운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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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관리 

 •기간 :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 선별(임시)진료소, 방역기동반, 해외입국자관리반, 전담콜센터 운영 

  - 응급환자관리 및 재택치료팀 운영

  - 해외입국자, 외국인유학생 관리

  - 코로나19 콜센터 운영(1일 2교대 4시간 근무)

  - 방역소독 관리(4인, 2인 1조)

▒ 일상회복과 함께 마음회복사업 추진

 •1차 의료기관 마음이음 청진기사업 : 검사 600건 목표, 만19세 이상 구민

1차의료기관

▶

보건소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우울 및

자살 검진 의뢰·연계
고위험군 심층상담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치료 연계

Ⅰ. 지역방역 체계화와 구민 건강 최우선

 일상으로의 회복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구민의 건강이 최우선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 사업

 •생명사랑약국 시범 운영(서대문구 약사회와 MOU체결, 5곳 시범운영)

 •생명사랑 안심 아파트 시범 운영공공장소 자살예방 로고젝터(LED 조명광고) 설치

 •생명지킴이 양성(동주민센터 직원, 통장, 주거복지사,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등)

▒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취약계층

 •내용 

  - 취약계층 및 어르신 등록관리, 대상자 건강평가 실시

  - 취약계층 발굴 및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방문서비스 기준
3개월 이내 

8회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사업설명 및 업무협의 마음이음청진기사업 지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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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서대문, 문화로 함께하기 추진 

 •기간 : 3월중

 •장소 : 신촌, 안산자락길,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

  - 「문화나누기, 일상 더하기」 행사 개최

 •4대 권역별 지역문화예술 거점공간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

천연·충현·북아현 권역 신촌·연희 권역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신촌문화발전소, 기지재단

신촌역광장

홍제·홍은 권역 가좌 권역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홍제천산책로

명지대 어반캠퍼스
불광천 해담는다리 야외공연장

 •공간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주민 생활권 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미니문화콘서트 「人·IN촌 버스킹」 개최

 •야외 거리 무대를 활용한 테마형 힐링 미니문화콘서트 개최

구분 테마 프로그램

Day1 국악人신촌IN버스킹 퓨전국악, 풍물패 등 국악 공연

Day2 클래식人신촌IN버스킹 성악, 전자현악기 등 클래식 공연

Day3 퍼포먼스人신촌IN버스킹 마술, 버블쇼, 비보잉 등 퍼포먼스 공연

  - 「바람! 꽃! 향기! 따라 안산 걷자」 걷기 행사

 •대면·비대면 걷기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몸과 마음의 활력 제공

 •코스 : 안산벚꽃마당 ~ 쉬나무쉼터(안산자락길 7㎞ 구간)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스탬프 투어’ 활용

Ⅱ. 365일 즐거운 문화생활

 일상회복과 함께 다시 시작될 축제의 장에서

 우리의 열정을 되살려 가겠습니다.

▒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대표 문화축제 추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시 구 대표 축제 재개

 *대표축제 외 권역별 지역축제도 다양하게 추진

 •2022 안산벚꽃음악회 : 4월

 •제8회 물총축제 : 7월

 •제13회 독립민주축제 : 8월

 •제6회 맥주축제 : 9월

<문화예술 거점공간 위치도>

안산 벚꽃 음악회

맥주 축제

물총 축제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독립 민주 축제

왈츠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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