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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중심인 도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도시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입니다.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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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2017년은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한 해였습니다.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주민과 한 여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전국 최초 ‘민원지도시스템’, ‘스마트 둘레길’을  도입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과 ‘찾아가는 복지 서울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명실상부 ‘전국 복지 1등구’

라는 위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만족 부문, 평생학습 부문, 공공일자리 

부문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 서대문은 구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자하는 서대문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협치, 혁신을 기조로 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확대,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 등의 계획을 주요 골자로 

저성장·저고용 시대 지속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민생안정과 주민중심 정책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새해에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한 소통의 통로를 활짝 열어 두겠습니다. 

2018년 1월

    
서대문구청장

구청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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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DAEMUN VISION

비전

캐치
프레이즈

5대
전략과제

구정기조

사람중심도시 희망 서대문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

01 사람을 위하는  복지서대문

02 사람이 만들어가는  경제서대문

03 사람이 모이는   문화서대문

04 사람이 사는  환경서대문

05 사람이 주인인 참여서대문

■안산·백련산 등 자연녹지 공간이 풍부한 전형적인 주거지역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북권의 중심지역

■연세대·이화여대 등 명문대학이 밀집된 교육과 문화의 도시

인구  

137,266세대  312,800명 (2017.12.31.기준)

남  자 : 151,144명(48.4%)   여  자 : 161,650명(51.6%)

※ 65세 이상 노인인구 : 48,898명(15.6%)

면적

17.61㎢(서울시의 2.91%)

주거지역 : 15.5㎢(88.6%)  상업지역 : 0.21㎢(1.17%)  녹지지역 : 1.9㎢ (10.77%)

주택

116,340호

단  독 : 9,765(8.4%)  아파트 : 42,346(36.4%)  연립주택 : 4,709(4%) 

다세대 : 25,946(22.3%)  다가구 : 33,575(28.9%)

기반시설

도    로 : 310㎞(16.78%)  상수도 : 536.12㎞(100%)  공    원 : 520㏊(29.54%)

하수도 : 332㎞(100%)  도시가스 : 139,251가구(100%)  지하철 : 8.5km(2ㆍ3ㆍ5호선)

주요시설

교육기관 : 79개소  보육시설 : 158개소  복지시설 : 215개소

문 화 재 : 119개  의료기관 : 432개소

행정조직

행정구역 : 14개동 529통 3,683반

조    직 : 1소 5국 3담당관 31과 1지소 14동 1사무국 1사업소

인    원 : 1,214명

지역현황

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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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비고

복지 1,847억원 2,187억원 18.5% 증액

산업경제 343억원 402억원 17.2% 증액

일자리 131억원 231억원 76.3% 증액

예산총액  4,772억원

일반회계  4,553억원

특별회계  219억원

조정교부금등(23.5%)
1,121억원

보조금(39.9%)
1,906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9.8%)
466억원

세외수입(10.45%)
497억원

지방교부세(1.2%)
58억원

지방세(15.2%)
724억원

사회복지(45.8%)
2,187억원

보건(2.5%)
120억원

환경보호(5.4%)
259억원

문화 및 관광(1.7%)
80억원

교육(1.7%)
8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0.3%)
15억원

일반공공행정(7.3%)
348억원

농림해양수산(0.3%)
15억원

산업·중소기업(1.7%)
81억원

수송 및 교통(5.4%)
25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1.4%)
65억원

예비비(0.9%)
44억원

기타(행정운영경비)(25.6%)
1,222억원

세출규모예산규모

구정현황



12 13

서대문구는 지금까지

오직 주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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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전자정부 경진대회 [대상]

2017년

대한민국 홍보대전 [장관상]

대한민국 최우수공공서비스 [대상]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대통령상]

1등 서대문구

민선6기 서대문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정부였습니다. 

201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국 [대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2015년 

대한민국 국토디자인대전 [대통령상]

생활불편개선 우수사례 [대통령상]

이 모든 것이 

더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1등 DNA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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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신촌 역세권 

 -  신촌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

    (2015~2018, 105억원)

 - 연세로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2014~) 

아현·서대문 역세권 

 -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시범사업 선정

    (2018~2022, 100억원)

 -  충정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2017~2020. 499세대)

홍제 역세권

 - 홍제 도시활력증진사업(2015~2018, 18억원)

 - 홍은중앙로 도시경관개선(2017, 9억원)

 -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조성

    (2016~2017, 19억원)

가좌 역세권

 - 모래내·서중시장 정비사업 (2017~2021)

 -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조성 (2017)

권역별 도시 발전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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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전국 최초의 복지 취약계층 실시간 관리시스템 [복지방문지도] (2015~)
연도 2015 2016 2017

방문실적 5,403세대 5,456세대 8,094세대 

서비스연계실 5,189건 6,455건 12,344건

-경찰서, 우체국, 수도사업소, 한전 등 15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전 대덕구, 부산 사상구·북구, 경기 안양시, 경북 포항시 등 5개 지자체에 시스템 보급

-2018 ‘서울시 생활복지시스템’으로 서울시 전역 확대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돕기 위한 [100가정 보듬기] (2011~) 

-민간의 기부를 통한 이웃 지원 : 500호 결연 25억원 지원  

독립·민주 유공자 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나라사랑채] (2017)

- 독립문로8길 30, 14가구 22명 입주

[2017년 주요성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2017.12월)
-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대문 실현

작은 장례 문화 확산 
- 작은장례 실천 서약서 작성 : 1,199명

- 작은장례 실천 사례 : 7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특화사업 
- 서대문 1.2.3 행복+함께 사업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 주거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844명

- 민관협력 활성화 : 1통 1동네상점 복지거점화 추진 399개소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봄협의체) 215백만원 모금, 185백만원 지원

콜·톡·웹 시스템화
- 행복1004 콜센터 운영 

• 복지종합상담 7,199건 통화(일 30건), 복지정보 문자 78,575건 제공(일 327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 15개 기관 MOU체결

- 시간·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톡 상담(회원수 1,134명)

- 맞춤명 복지검색서비스(bokji.sdm.go.kr, 11,862건 검색)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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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민·관·학이 함께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화52번가 청년몰](2016~)

- 청년상인 입점 점포 조성 : 22개소

- 청년상인 대상 실무교육, 워크숍, 멘토링, 매장별 인테리어 지원 등 

사람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2015)

- 생활임금 조례 제정 (2015.4.15. 공포)

연도 2016 2017 2018

생활임금 결정액
(월액기준)

7,200원
(1,504,800원)

7,720원
(1,613,480원)

8,740원
(1,826,660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개소(2017.6월) 

- 서대문구 수색로 43, 지상2~4층 연면적 1,128㎡

-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기업입주공간 내 38개팀 66명 상주

-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입주기업 교류회, 협동조합 특화교육 등 시행  

[2017년 주요성과]

지속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 6,874개(2016) → 8,788개(2017)

- 청년을 위한 취창업 종합 지원 

- 5060세대 인생이모작 및 어르신일자리 지원

- 뉴딜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등 

구인과 구직의 연계 ; 일자리박람회, 일자리지원센터 등 
연도 2015 2016 2017

취업건수 1,000명 941명 1,228명

현장면접 박람회 19회 실시 52명 취업 20회 실시 35명 취업 21회 실시 55명 취업

복지와 일자리의 결합사례, [장애인 노노(老老)케어]  

- 장애인이 독거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케어하는 신개념 일자리 사업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 골목형시장 육성, 방문 이벤트 개최, 바닥/어닝 등 환경정비 

2014 2015 2016 2017

10개 사업 
525백만원 지원

11개 사업
716백만원 지원

16개 사업
2,266백만원 지원

17개 사업
1,320백만원 지원

지역경제 재생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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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사시사철 언제나 [문화가 꽃피는 연세로] (2015~)

-새로운 축제 중심 공간 연세로 : 물총축제, 맥주축제, 크리스마스축제 등

-주말 차 없는 거리 연계 문화공연 : 48회(2014) → 300회 이상(2017)

서대문구의 지역 대표 축제 [독립민주축제] (2010~)

-독립투사와 민주열사의 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축제

-매년 광복절(8.15) 전후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준공 (2017.11월)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지하1/지상3 연면적 4,443㎡

-어린이, 노약자 등 모든 계층이 함께 이용

문화가 꽃피는 도시

[2017년 주요성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 사 명 개최일시 장 소 내  용

2017 안산 해맞이 1. 1 안산 봉수대 새해기원문 낭독, 소망 풍선날리기 등

서울시향 우리동네 음악회 3. 8 연대 대강당 우리동네 음악회 교향악단

안산자락길 벚꽃음악회 4. 7 ~ 4. 9 안산 벚꽃마당 클래식,대중음악, 전통연희 등

2017 봄 열린문화마당 개최 4. 8 ~ 4. 9 안산 자락길 작은말 농장체험, 아트마켓, 푸드트럭 등 

소공원 문화예술공연 
6. 16 ~ 7. 7(1차)
9. 1 ~ 10.27(2차) 

중앙소공원 매주 금요일 거리 버스킹 34회 공연 

찾아가는 문화나눔 6.24 연세대학교 대강당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제5회 신촌 물총축제 7. 29 ~ 7. 30 신촌 연세로 물총싸움, 거리공연 등

서대문독립민주축제 8. 14 ~ 8. 15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풋프린팅, 축하공연, 독립민주체험

하반기 열린문화마당 9.16/10.29 가재울 중앙 근린공원 전통음악 공연, 대중음악 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나눔 9월 ~ 11월 인왕어르신센터 등 대중가요, 마술, 개그공연, 버블공연 등

서울시향 우리동네 음악회 10.12 자연사박물관 서울시향 실내악 공연

서대문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1.23 서대문문화회관대극장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2.5 서대문문화회관대극장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거리축제 12.23 ~ 12.25 신촌연세로 크리스마스 경관조성, 거리공연, 거리가게 등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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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민간과의 연계로 중고생의 학습을 돕는 [멘토링 사업] (2006~)

- 전국 최대규모의 멘토링 사업 추진 : 14개 사업 1,378명 대상 추진

새로운 개념의 교육을 제공하는 [혁신교육지구] (2015~) 

- 2017년 혁신교육지구 ‘혁신지구형’ 선정 : 서울시+교육청 예산 9억원 확보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 자치 활동, 

   지역특화사업 등 4개 분야 18개 단위사업 추진

나이를 잊은 교육열 [평생학습] (지속) 

- 평생학습관 운영 :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37, 연면적 71㎡

- 학습공동체 세로골목사업, 지역활동가 발굴, 시민대학 등 주민 8,401명 참여

[2017년 주요성과]

위기청소년을 돕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9, 연면적 213㎡

- 갈등극복 협조자프로젝트 ‘With U’, 단계적 상담 ‘행복한 서대문 레인보우 

   스쿨’, 건전한 여가문화장소제공 ‘1388 멘토지원단과 함께 놀러와 데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부스 ‘교내 아웃리치’ 등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 1인 1악기 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지원, 노후화장실 개선, 특수학급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 

- 관내 61개 학교 및 유치원 대상 24억원 상당 지원

-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쌀 보조금 지원, 우수 식재료 지원 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교육중심도시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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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안산과 인왕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무악재 하늘다리] 준공 (2017.12월)

- 서대문구 현저동 1-404와 종로두 무악동 산3-10 연결 

   (폭11.7m, 길이 80m, 높이 22m)

- 생태연결을 통한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

- 안산자락길에서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돌아볼 수 있는 친환경 연결로

자연을 즐기는 지름길 [북한산자락길] 완공 (2016)

- 총연장 4.85km, 사업비 50억 5천만원

- 실락어린이공원~홍록배드민턴장~삼화운수종점~옥천암

[서대문고가 철거]로 탁 트인 도시공간 (2015)

- 44년간 사용된 서대문고가 철거와 버스중앙차로 설치 

[2017년 주요성과]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2015~)

- 전국 최대인 13개 에너지 자립마을에 45백만원 지원(2천여명 참여)

- 에너지축제, 워크숍, 포럼, 찾아가는 에너지교육, 에너지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 설치지원건수 : 2014년 42건 → 2017년 699건으로 1,564% 증가

   (95백만원 지원)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 159개 어린이집 중 155개소에 512대 설치 

주민수요 맞춤형 녹지공간 [공원] 개선 

- 안산도시자연공원, 흥연어린이공원 등 10개소 대상 공원시설 개선(12억원)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환경 구축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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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청년문화공간 신촌 [창작놀이센터] 건립 (2016.7월)

- 기존 지하통로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문화공간으로 재탄생(6.8m×54m) 

- 개방과 공유를 통한 오픈스페이스

청년창업지원공간 [청년창업꿈터] 건립 (2017.11월)

-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 지하1/지상3 연면적 348㎡

- 모텔을 구입하여 청년창업지원공간으로 리모델링(주거+사무공간 복합제공)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6.4월)

-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

[2017년 주요성과]

서대문형 청년보장을 위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 네트워크 / 공간 / 활동 / 일 등 4개 분야별 전략 수립

청년창업육성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 (1단계) 서울여자간호대 연계 ‘지역밀착형 Well-aging’  

- (2단계) 명지대 연계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MJ캠퍼스타운 만들기’

[이대 상권 청년일자리] 조성 

- 공실점포를 확보하여 청년상인 모집 및 입점 (이화여대 3·5길)

- 내부 보수공사, 디자인 간판, 아카데미 운영 등 지원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청년 도전 프로젝트 공모] 

- 지역어르신 동화구연, 소셜다이닝, 지하상권 살리기 등 8개 사업 39백만원 지원

청년 인프라 구축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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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2016~)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2016) 및 본계획서(2017)로 시비 3억원 확보

- 민간중심 시민협력플랫폼 사업(2016~)으로 시비 2억원 확보

[서대문구 협치지원센터] 설치 (2016)

- 서대문구 연희로32길 30, 연면적 109㎡

- 민·관이 함께 근무하며 협치를 실행해가는 협력공간 

[서대문 협치구정 선포식] (2017.11.2)

- 협치위원, 분야별 활동가 등 150여명 참여

- 구정 협치 인식 확산, 분야별 협치사업 발표, 협치주체간 소통의 장 마련 등

[핵심 성과]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가로휴지통 관제시스템] (2016)

- 가로휴지통에 부착형 스마트 감지센서 설치로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쓰레기 수거 및 수거경로 최적화 등 의사지원

   (2016년 전자정부대상 대통령상 수상)

‘걷기 앱’ 활용 [스마트둘레길] (2017)

- 걷기 어플리케이션과 IoT비콘을 접목하여 둘레길 보행자에게 건강정보 송신

- 서대문의 역사·문화·맛집을 연계한 걷기 좋은 길 6개 코스 등록

- 지역내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맛집 정보 제공 

복지지도, 민원지도 등 주민의견 수렴•반영 시스템 마련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스마트 행정 선도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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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평가주관 평가결과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행정자치부 대    상

전국 기초지자체 행복도 평가 중앙일보/서울대행정대학원 전국 2위

201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대    상

201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복지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2014년 생활불편개선 우수기관 평가 행정자치부 장 관 상

2014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평가 행정자치부 인    증

2014년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서울특별시 최우수상

지적측량분야 표본검사 평가 서울특별시 최우수상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SA등급
(최우수)

사업명 평가주관 평가결과

2015년 생활불편개선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대통령상

2015년 대한민국 국토디자인 대전 국토교통부 대통령상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정자치부 장 관 상

2015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상

201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 서울특별시 최우수상

법인세원 발굴 서울특별시 최우수상

시세 종합평가 서울특별시 최우수상

2015년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기관 매경미디어그룹 최우수상

사업명 평가주관 평가결과

2016년 전자정부 대상 행정자치부 대통령상

2016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상

2016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통합성과 평가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사업 평가 서울특별시 서울시 1위

2016년 서울 창의상 서울특별시 최우수상

서울시 하절기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서울특별시 대   상

2016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최우수상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지정 유네스코평생학습관 서울시 최초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머니투데이 대   상

사업명 평가주관 평가결과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대통령상

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2017년 자체감사활동 평가 감사원
A등급

(최우수)

2017년 대한민국 홍보대전 행정안전부 장 관 상

2017년 지방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 행정안전부 장 관 상

찾아가는 복지 서울(시·구 공동협력사업) 서울특별시
최우수구

(자치구 1위)

2017년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독일국제포럼디자인 본    상

제11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한국일보 대    상

2017년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SA등급
(최우수)

2017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대상 매경미디어 그룹 대    상

주요 시상 실적 주요 시상 실적

2014년 2016년

2017년
2015년

지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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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대문구는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2018년 주요계획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함께 살기 좋은 서대문 

어르신복지 강화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 

                     Welfare

복지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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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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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 방문복지체계화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 서대문 1.2.3행복+함께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고·중·저위험군에 따른 주·월·분기·반기·연 1회 방문

▶ 주거취약·위기가구 특별관리 : 비정형주거(고시원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

▶ 1통 1동네상점 복지거점화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망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깨끗한 어린이집 키즈클린+사업 추진

▶ 어린이집에 청소전문인력 지원하여 보육교사들의 부수적 업무 경감

▶ 공기질 측정•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

시간제 보육사업의 확대

▶ 시간제 보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른 시간제보육 추가 실시

▶ 구•보육기관의 유기적 모니터닝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제고

▶ 5개반 시범운영 / 1개동 1개 이상 확대예정

아이돌봄 틈새사업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은 16~19시 사이의 돌봄서비스 추가지원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습보조, 놀이활동, 독서지도 등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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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확대

▶ 140억 ->170억으로 예산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

▶ 증가로4길 63-17

▶ 총 사업비 : 33억 / 2019년 1월 개소예정

보훈회관 리모델링

▶ 보훈회관을 확장개선을 통한 보훈대상자 복지혜택 제공

▶ 연희로29길5

▶ 총 사업비: 38억 / 2018년 6월 준공

 기억키움학교 운영

▶ 인지재활프로그램 , 낮 돌봄 서비스, 송영서비스 제공

▶ 서대문보건소 천연분소 분교 설치 예정

총명한 백세를 위한 「한의약 뇌건강 교실」 운영  

▶ 대상 : 60세 이상 구민 

▶ 한방치료 (총명침, 복부 뜸),  웃음 및 음악 치료, 신체활동 등

▶ 총 2기(1기당 8회차) 프로그램 운영  

고독사 방지를 위한 “똑똑 문안 서비스” 운영

▶ 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및 고위험 1인 가구  

▶ 모바일망 연계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모니터링 실시

함께 살기좋은 서대문 어르신복지 강화

2018년 주요계획



4대 역세권 개발(신촌/아현서대문/홍제/가좌)

청년 및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건강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 

                  Economy

경제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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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안산자락길 봉수대 

Y신시장 지원센터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소셜아트플래툰 영천시장 상인회 

영천시장 

석교감리교회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적재적소 
협동조합 

cAc 예술창업지원센터 구축
예정 (2017) 경기대 실습동 

재단법인 김구재단 

   철길 이색 맛집 경의선 철길 풍경 

범례 

공공·업무시설 

교육·문화자원 근대유산·공간자원 

활동·공동체자원 

상업·산업자원 

안산자락길 
 

서대문 
독립공원 

서대문 
노인종합 
복지관 

금화 
초교 

동명 
여중 

천연동 
주민센터 

감리신학대 

석교감리교회 

영천시장 

충현동 자치회관 

KAC 
한국 예술원 

돈의문 
뉴타운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구역확대 
검토경계선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일부) 

경기대 

인창중고 

어린이 
공원 

월암 
근린 
공원 

경희궁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 
적십자 
병원 

강북 
삼성 
병원 

농업박물관 
(김종서 장군 
생가) 

홍난파 
가옥 

대신중고 

경찰청 

미동 
초교 

서대문 
경찰서 

구세군 
아트홀 

(난타전용극장) 

동아 
일보 

충정A 

평화공원예정 

충현동 
주민 
센터 

경교장 

서소문 
근린공원 

이화여자 
외국어고 

프랑스 
대사관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독립관 

성 산 로 

1 

서대문역 
먹자골목 2 

전주집 

6 

1 

2 구세군 
두리홈 

경기대 평생교육원 

경기대 
서울 
실습동 

소셜아트플래툰 

영천시장상인회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적재적소 
협동조합 

 천연옹달샘 
(구 가압장) 

달인꽈배기 

철길떡볶이 

김구재단 
(김신가옥) 

3 충정로지구대 

하늘샘 
도서관 

4 
서대문구보건소 
천연분소 

아낌없이주는나무 
(작은도서관) 

은빛봉사회 

두리홈 
미혼모센터 

꿈꾸는다락방 
대학생임대주택 

알음알음 
작은도서관 

골목통 
(거점공간) 

서울호텔관광 
직업전문학교 

교통안내센터 

Y시장지원센터 

5 구립금화 
어린이집 

사직 
공원 

안산 도시자연공원 

3 
경의선 
철길주변 

충정로 
현대A 

선교 
교육원 

경기의원 

행복주택 
시범사업지 

(청년임대주택) 

천연동자치회관(계획) 

충정각 

3 

2 

1 

미디어과 

서대문역 먹자골목 

서대문구 천연·충현 안산자락마을 현황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Kac 한국예술원 

충현동  
자치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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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전진기지 신축

▶ 청년들의 문화•예술 작업과 공연활동 지원

▶ 연세로나길 19, 지하1층/지상3층

▶ 총사업비 : 2,766백만원 / 2018년 하반기 준공

문화발전소 개소

▶ 공연장, 갤러리, 창작기획실 등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공간 건립

▶ 연세로나길 47, 지하2층/지상4층

▶ 총사업비 : 2,659백만원 / 2018년 4월 개소

청년창업꿈터2호점 조성

▶ 신촌지역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주거 및 네트워크공간 조성

▶ 지하1층~지상4층 규모 예정

신촌박스퀘어 조성

▶ 신촌역 광장에 이대 거리가게 상인과 청년 창업가 입주하는 컨터이너몰

▶ 거리가게 상인들의 안정적 생계지원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신촌기차역 앞 쉼터, 지상3층

▶ 총사업비 : 2,693백만원  / 2018년 5월 준공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

▶ 북아현동 1012-2, 지하2층/지상3층

▶ 소공연장, 대체육관, 헬스장, 문화강좌실 등

▶ 총사업비 : 16,900백만원 / 2020년 준공 예정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 천연동~충현동 일대(영천시장~충정로역) / 289,000㎡ 

▶ 도시활성화계획수립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공동체•

    주거환경•지역경제•역사문화 관련사업 등

▶ 총사업비 : 100억 / 2022년 완료 예정

신촌 아현서대문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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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 홍제권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홍제활력발전소’조성(홍은사거리 자전거 보관소 활용)

   :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힐링건강나눔카페, 청소년활동공간

▶ 홍제건강플랫폼 구축

   : 홍제 건강포털·앱 구축 및 건강정보· 의료안내시설 설치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

▶ 홍제동 306-2일대, 지하5층/지상31층

▶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추진

홍제천 구간산책로 조성사업

▶ 유진상가 하부 홍제천 일대 단절된 복개구간 내 산책로 조성

▶ 총사업비 : 2,300백만원 / 2018년 12월 준공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사업

▶ 남가좌동 290번지 일대 / 12,247㎡

▶ 4개동(지하4층~지상27층) /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 2021년 준공 예정

가재울도서관 건립

▶ 북가좌동 479

▶ 시립도서관(자료실, 북카페, 다목적실 등)

▶ 예상규모 :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9,209.6㎡

▶ 2018년도 : 타당성조사 완료 및 기본계획 수립 예정

서대문 종합보육시설 건립

▶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보육공간 

  - 영유아가 놀이, 학습, 독서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 시간제보육실 운영, 아토피와 천식에도 안전한 친환경 건강 어린이집

▶ 남가좌동 385-4, 지하1층/지상3층(가재울뉴타운 4구역 내)

▶ 총사업비 : 12,913백만원 / 2018 하반기 준공

홍제 가좌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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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플러스센터 설치

▶ 장년층(50세∼65세)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 홍제동 신지식산업센터 내 2층 / 2018년 4월 개소

▶ 서대문 5060세대 실태/욕구 파악 및 지역자원 조사, 

    일자리 발굴/시니어부스 운영 등

무중력지대(청년활동공간) 조성

▶ 청년들의 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 등 자립기반 조성

▶ 홍제동 신지식산업센터 내 2층  / 2018년 4월 개소

청년자립기반조성 솔루션1,2,3

▶ 청년주거 지원사업 : 1인 청년 가구의 월세보증금 지원(50%)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아취멘(아는 취준생은 다 한다는 멘토링)’ 

  : 다국적기업 전/현직자의 청년 취·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멘토링

▶ 청년구직자 산하기관 직장체험 프로그램 

  : 수영장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박물관 전시 및 안내, 공공예술 사업지원 등 

청년 및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

▶  인왕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포방터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 공동배송,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지원

▶ 총사업비 : 1,421백만원(2018년)

대학연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대상시장 : 영천시장, 인왕시장, 백련시장, 유진상가

▶ 관내 대학과 시장을 연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장 현장에 적용

▶ 특화상품개발,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 대학봉사단 운영 등

건강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2018년 주요계획



교육중심도시 서대문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 

문화가 흐르는 서대문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 

              Culture & Education

문화교육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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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 학교-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효율적 학교교육 지원

▶ 마을-학교 연계사업(마을강사, 대안교실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청청축제, 청소년의회, 동아리 지원)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교육공동체 확대)

    학부모 창의체험 한마당

▶ 총사업비 : 1,694백만원

학교지원사업 추진

▶ 관내 초(19), 중(14), 고(7), 특수(1), 유치원(27) 

▶  초등 수영, 1인 1악기, 특수학급 지원, 학교 전문청소분야 지원, 

양치시설 및 화장실 시설 개선 

▶ 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초·중·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

▶ 총 사업비 : 490백만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 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초·중·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

▶ 환경 식재료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안전성 검사, 모니터링 

▶ 올바른 식생활 인식 개선 교육 등 친환경 생태교육 

▶ 총 사업비 : 1,500백만원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운영학습센터 지원

▶ 총 25개 사업 지원: 특성화(6), 동평생학습센터(4), 학습동아리(10), 

    학습센터(5)

▶총사업비 : 85백만원

교육중심도시 서대문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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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흐르는 서대문

365일 즐거운 문화도시

▶4대 대표축제 브랜드 확립

벚꽃음악회 / 신촌물총축제 /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 크리스마스거리축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열린문화마당 운영 /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 소공원 문화예술공연

▶  기타 문화행사

   - 버스킹, 인디뮤직 배틀, 시즌별 뮤직 페스티벌 

구   분 축 제 명 추  진  개  요

2018. 4월말&
9월중 2018 신촌국제 꽃시장 ·플라워 플리마켓, 플로리스트 컨테스트 

2018. 5. 5(토)
~

5. 6(일)
대한민국 토이 페스티벌

·키덜트 제품 전시 및 판매
·만화 주제곡 경연대회

2018. 9. 21(금)
~ 

9. 23(일)

2018 신촌 아케이드 
페스티벌

·아케이드 게임, 보드 게임, 
   옛날 놀이 체험 등

2018. 10. 13(금)
~ 

10. 15(일)
피크닉 페스티벌

·신촌 잔디 위에 앉아 가을 정취를 
   즐기는 피크닉

주민이 주도하는 연세로 문화행사

▶ 페스티벌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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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주민생활 안전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원전 하나 줄이기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 

                 Eco-environmented

환경 서대문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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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놀이터 조성

▶ 장애인 및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무장애공원 및 

    통합놀이터 조성

▶ 위치 : 홍은1동 실락어린이공원, 17,452㎡

▶ 총사업비 : 700백원 / 2018년 10월 준공

기적의 놀이터 조성

▶ 안산도시자연공원(송죽원주변) 동네뒷산공원화사업으로 조성

▶ 위치 : 홍제동 산41-29일대, 7,050㎡

▶ 총사업비 : 2,724백만원 / 2018년 12월 준공

장미와 어우러진 공원 조성

▶서울시공원(5개소), 구립공원(4개소) 

▶총사업비 : 500백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재개발공가 / 대형공사장 등 중점관리대상 109개소

여성안심스카우트

▶ 여성 및 청소년의 야간 안전귀가 동행 및 안전취약지역을 순찰  

▶ 월~금 22시~13시, 주 5일

▶ 서대문구 전역 7개 거점 중심으로 17명의 스카우트가 활동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 초등학교 주변, 공원 44개소 등 CCTV 설치 성능 개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주민생활 안전 확보 

①지하철역·버스정류장
   도착30분 전에
   자치구 상황실 또는
   120으로 전화

②신청자와 만날
   2인1조 스카우트
   이름정보 학인

③약속된 장소에
   도착 후 스카우트 
   신분증 확인

④스카우트와 함께
   집 앞까지
   안전하게 귀가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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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립(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 서대문구 남가좌동 3-75 일대, 1,134㎡ 

▶ 지하1층/지상2층, 총주차면 101면 

간판개선사업

▶ 연희로일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노후간판 교체 설치

▶ 서대문보건소 별관∼연희교차로 부근, 건물 53개동/ 업소 168개소 

신촌 지중화사업 추진

▶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 

▶ 명물길 29-8 ~ 연세로 12길33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 모든 어린이집 내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 총 사업비 : 211백만원

홍제천 산책로 미세먼저 측정시스템 운영

▶ 미세먼지 농도 현황 실시간 알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전파

원전 하나 줄이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확대

▶ 태양광에너지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인식 개선

▶ 베란다형(250W~750W)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 10만원 지원

    주택형(1kW~3kW)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 W당 500원 지원

▶ 697개(2017년) → 830개(2018년)원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지원

▶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지원 및 축제 개최

▶ 에너지나눔발전소 운영(홍은2동, 연희동)

▶ 13개 마을(2017년) → 15개 마을(2018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018년 주요계획



자치분권 개헌촉구

주민이 만들어가는 서대문

주민을 위한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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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 

                 participation 

참여 서대문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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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서대문회의 출범(2017.11.21.)

▶ 서대문구민 80여명 (대표:구청장, 구의회 의장, 구민 2인)

▶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구민의 의지 집결

▶ 자치분권 촉구 및 추진 지원활동

직원 및 주민 대상 자치분권 교육

▶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의미 공유

▶ 학습형 교육 및 강연식 교육 병행

▶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업무 및 개선사례 발굴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협력 추진

▶ 온라인 서명 사이트 (www.1000mann.or.kr)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추진

▶ 자치분권 실현으로 지역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

▶ 지역의 당면문제 또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권한 이양

  · 주요정책 및 현안을 중심으로 개선과제 발굴 

  · 지방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의 개정 건의

  · 자치분권 실현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 제거 실현

자치분권 홍보 활동

▶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자치분권 필요성 공유

▶ 팸플릿과 엑스배너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개헌공감대 확산

자치분권 개헌촉구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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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기반 구축에 따른 협치 사업추진

▶ 지역사회혁신계획 5개 분야 11개 사업 추진

▶ 민관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협치 역량 강화

▶ 주민공론장 운영

▶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체계 정착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연중/2~3월 집중공모)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2월 60명, 3월 60명)

▶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4월 60명)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7월, 전자투표 실시)

주민이 만들어가는 서대문

풀뿌리자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 동 단위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해나가는 

   제도적 기반 마련

▶ 2018년 3월부터 3개동 시범동 구성 : 연희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자치학교 구성

열린혁신 추진

▶ 2017년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수구 선정

▶ 불필요한 일버리기로 핵심사업에 집중

▶ 스마트한 행정으로 정부혁신 추진

민원지도시스템 개선

▶ 민원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주민요구 흐름의 파악

▶ 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민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관리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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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직원 교육용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

▶ SH공사 행복주택,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을 아우르는 복합청사 

▶ 2020년 준공 예정

서대문 구의회 청사 신축

▶ 서대문구 연희로 36길 49 일대

▶ 지하2층 ~ 지상4층 / 연면적 4,999㎡  

▶ 2019년 5월 준공 예정

서대문구청사(별관) 신축

▶ 서대문구 연희로 247

▶ 지하1층 ~ 지상7층 / 연면적 2,100㎡ 

▶ 2019년 12월 준공 예정

주민을 위한 공간 확보

2018년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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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안내조직구성도

본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6층 건설관리과. 대강당.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민주평화통일협의회

5층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 재무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전산교육장 

4층 감사담당관 전산정보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도시재정비과토목과. 1회의실 2회의실 직원휴게실 세미나실

3층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주민자치-경제재정구복지문화_환경도시-안전건설교통). 행정지원과. 정책기획담당관. 
구청장직소민원실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정책기획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2층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건축과. 교통관리과

1층 민원여권과. 지적과. 종합상황실 우리은행

지층 구내식당

제4별관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홍은동)

5층 청소행정과, 지역활성화과

4층 환경과,도시관리과

3층 교육지원과, 주민문고

2층 홍은제2동주민센터

1층 홍은제2동주민센터

보건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연희동)

8층 •미소지움관 • 종합자료실

7층 •의약과 T 330-1841 • 지역건강과 T 330-1821 • 출산장려상담실 T 330-1473

6층 •보건교육실 • 영양상담실 T 330-8597 • 금연상담실 T 330-8598 • 체력측정실 T 330-1831

5층 •보건위생과 T 330-1899

4층 •보건소장실 T 330-1803 • 구강보건실 T 330-1846 • 조제실 T 330-1847 • 방문간호실 T 330-1833

3층 •건강검진센터 T 330-1850 • 임상병리실 T 330-1849 • 방사선실 T 330-1851

2층 •물리치료실 T 330-1848 • 결핵검진실 T 330-1826-7 • 모자보건실 T 330-1830 • 예방점종실 T 330-1829

1층 •민원실 T 330-1801 • 민원대기실 • 내과 T 330-1845 • 대사증후군관리센터 T 330-8728

보건소별관 우리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홍은동)

4층 •치매지원 · 예방센터(미술치료실, 음악치료실) • 정신보건센터(그룹치료실, 사무실, 센터장실) T 337-2165

3층 •치매지원 · 예방센터(검진실2, 감각치료실) T 3140-8345

2층 •치매지원 · 예방센터(사랑방, 사무실, 센터장실) T 379-0183 • 강당

1층 •영유아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T 3217-9550

보건소 홍은분소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45(홍은동) T 3140-8338 

보건소 천연분소  서대문구독립문로27(옥천동) T3140-8331

보건소 가좌지소  서대문구 수색로 100~55(북가좌1동) T 3140-8358

구청장
T 330-1333 

F 330-1581

부구청장
T 330-1304 

F 330-1449

구의회 사무국
T 330-1670 

F 364-5049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 

T 330-1310 

F 330-1449

 자치행정과 

T 330-1313 

F 330-1413

민원여권과 

T 330-1435 

F 330-1684 

전산정보과 

T 330-8711 

F 3140-8376 

교육지원과 

T 330-8713 

F 330-8624

충현동
T 330-8101 

F 363-4916 

홍제3동
T 330-8125 

F 394-3274 

천연동
T 330-8103 

F 363-2536 

홍은1동
T 330-8129 

F 3216-4494 

북아현동
T 330-8105 

F 363-4254 

홍은2동
T 330-8133 

F 396-4814 

신촌동
T 330-8111 

F 363-7545 

남가좌1동
T 330-8135 

F 375-7504 

연희동
T 330-8115 

F 322-3349 

남가좌2동
T 330-8137 

F 375-6225 

홍제1동
T 330-8121 

F 394-4544 

북가좌1동
T 330-8139 

F 374-7244 

홍제2동
T 330-8127 

F 391-6573 

북가좌2동
T 330-8141 

F 375-4184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T 330-1365 

F 330-1368 

지역활성화과 

T 330-8106 

F 330-8378 

재무과 

T 330-1340 

F 330-1429

세무1과 

T 330-1345 

F 330-1707

세무2과 

T 330-1668 

F 330-1579

지적과 

T 330-1450 

F 330-1498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T 330-1355 

F 3140-8377 

사회복지과 

T 330-1568 

F 330-1619 

어르신복지과 

T 330-1357 

F 330-1660 

여성가족과 

T 330-1490 

F 330-1624 

문화처|육과 

T 330-1410 

F 330-1430

자연사박물관
T 330-1731 

F 330-1736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T 330-1608 

F 330-1597

주택과 

T 330-1380 

F 330-1634

도시관리과 

T 330-1385 

F 330-1636

건축과 

T 330-1390 

F 330-1440

환경과 

T 330-1370 

F 330-8623 

청소행정과 

T 330-1375 

F 330-1712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T 330-1399 

F 330-1648

토목과 

T 330-1405 

F 330-1615 

안전치수과 

T 330-1324 

F 330-8945

푸른도시과 

T 330-1395 

F 330-1750

교통행정과 

T 330-1481 

F 330-1709 

교통관리과 

T 330-1432 

F 330-1638 

보건소
보건위생과 

T 330-1899 

F 330-8987

지역건강과 

T 330-1821 

F 330-1840

의약과 

T 330-8959 

F 330-1854

가좌보건지소 

T 3140-8361 

F 302-1349

정책기획담당관

 T 330-1315 

F 330-1442

감사담당관 

T 330-1470 

F 330-1565

홍보담당관 

T 330-1412

 F 330-8622

조직구성도



72 7373

서대문구



서대문구
SEODAEMUN-GU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Tel 02.330.1315  Fax 02.330.1442 www.sdm.go.kr


